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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자안전교육은 예방 가능한 의료 오류를 최소한으로 하여 환자 스스로가 안전

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공감적 접근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병원에서 벌어지는 위해사건(adverse event)의 절반 이상이 의료 오

류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는 만큼, 환자안전교육을 통해 의료 오

류로 인한 심각한 위해 또는 사망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안전교육은

의학교육에서 매우 필수적이다. 미국, 유럽, 호주를 중심으로 환자안전교육은 최

근 의료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

어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육과정지침을 발간하여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안전에 대한 개념 및 세부 내용, 주제 별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2016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전국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의 필수 이수 시간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

새로 도입된 개념인 만큼, 국내 의학교육에서 ‘환자안전’은 아직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며 의과대학 맥락에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

원인으로 (1) 환자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 의과대학 특성 중 하

나인 변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심과 그로 인한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저항감 (3) 안내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의 부재 (4) 의료현장과 환

자안전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 등이 환자안전교육과

관련 연구가 확산 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자안전을 증

진 시키기 위한 지식·기술·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치고

있더라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요소인

지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의과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환자안전교육을 위해서는, 환자안전교육의 내용적 특성에

맞추어 교수자의 깊은 수준의 개입을 반영하고, 학생이 실제 의료 지식을 적용할

환경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게 하며, 사례 분석 결론의 실제성을 직접적으로 유도

해야 하는 등의 요소를 총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의과대학의 학생 의

사 대상 환자안전교육의 최적화된 계획과 실행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

는 학습모형과 실행 지침을 개발하였다. 학습모형 개발을 위하여 초기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환자안전교육의 학습 목표와 핵심 내용, 주요 평가 문항과 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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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학습모형 및 실행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4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최적화된 모형과 실행지

침이 도출되었다. 또한 설계 된 학습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고 의과대학 교수와 본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반응을 평가하는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형성적 수정을 통해 학습모형 및 실행 지침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과 17개의 실행 지

침이 개발되었다. 학습모형은 1) 수업 목표 확인하기, 2) 사전지식 확인하기, 3)

학습조직 구성하기, 4) 사례 제시하기, 5) 사례분석 지원하기, 6) 환자안전요소 탐

색 지원하기, 7) 사례기반 역할극 유도하기, 8) 환자안전 원칙개발 및 적용 촉진

하기, 9) 성찰 유도하기의 아홉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행지침은 각 학습 단

계 별 하위 절차에 대한 예시 및 해설을 포함하는 형태로 개발 하였다. 실행 지침

에는 본 모형을 활용하는 교수설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와 해

설을 포함 시켰다. 이후 설문 및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분석한 결과 본 모

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개발한 교수자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해당 강의를 수강한 학습자들의 만족도 또한 4.44점으로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본 학습모형이 의과대학의 환자안전교육을 실행할 때 수업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는 유의미한 모형임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선행 문헌 고찰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요소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학생 대상 환자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으

로, 1) 환자안전교육 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 중심 학습모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

여 제안함으로써 환자안전교육이 단순히 지식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맥락을 고려한 실행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 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

어 질 수 있는데 기여하였다는 점, 2) 최적 모형 제시를 통해 환자안전교육에 적

합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환자안전교육 장면에서 교수자가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3) 교수설계자의 총체적 이해와 최적화된 실행을 위한 상세 지

침을 도출함으로써 의학교육과 교육공학 분야에서 학습모형에 관한 이론적 지식

기반을 확장 시켰다는 점에서도 추후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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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환자안전교육(patient safety education)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자안전(patient safety)을 향상 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

다(이영미, 2009). 환자안전에 대한 논의는 1999년 미국의 의학 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이 발간한 보고서 ‘보다 안전한 의료 시스템 구축(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에서 시작하였다(서제희 외., 2016).

미국에서 의료 오류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안전에 대한 미

국 사회 내 관심이 증대되었으며(이재호 와 이상일, 2009),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환자안전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자안전교육 역량을 정의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확

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인해 백혈병 환자가 사망한 이후,

환자안전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다(서제희 외, 2016; 강

희정, 2016).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환자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각 기관에게 환자안전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의학교육에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은 의대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의사로 활동한다고 가정했

을 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안전지식과 술기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Walton et al., 2010).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환자안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Ahmed et al., 2014) 국·내외적으로 환자안전교육과정

의 도입과 확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Weaver et al., 2013). 세

계보건기구(WTO)에서는 이러한 환자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1가지 환



- 2 -

자안전교육의 핵심 주제 별로 활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교육 코스(course)를 개발

하여 확산시켰으며, 국내에서도 2004년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평가

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환자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장해나, 2013).

의학교육의 목표는 미래의 의료인이 될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

술, 태도를 갖추도록 준비시켜 공중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이영미, 2009). 그러나 국내 의학교육에서 환자안전교육에 대

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미란, 2011). 특히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변화에 대한 저항, 적절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국내 환자안전교육이 확산되는 데 여전히 제

한이 있다. 실제로 일개 대학의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보고한 연구

는 있으나(노혜린 외., 2008; 김영미 외., 2010) 내용 분석, 요구 분석, 평가 도구

개발 등을 체제적으로 실시하여 환자안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

한 국내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대 의학교육에서는 성과기반 교육과정이 화두가 되어,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

이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제시되고 있다(김영전과 임철일, 2011).

그 중에서도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CBL)은 실제적 사례를 분석

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이다(지

예림 과 정현미, 2014). 또한 사례기반학습은 의과대학 교육에서 강의, 소그룹 활

동, 문제기반학습,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이러닝 중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 된다

(오혜미 외., 2019).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ning)은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중 하나로, 사

례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지

식, 기술 및 태도의 효과적인 습득이 가능한 교육방법이다. 학습자는 사례를 통해

학습하면서,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반성적 사고를 경험

하게 되고, 이는 학습효능감을 제고하여 학습동기가 촉진된다(이은혜, 2017). 또

한,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하였을 때 단순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들은 높은 과제

성취도를 보였으며, 문제해결력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 된 것으로 보고되

었다(지예림과 정현미, 2014; Yoo et al., 2010; Kwak & Jang, 2009).

사례기반학습은 학습자 중심 수업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문제해결력과 과

제수행력 향상을 촉발하는 교육방법이라는 점에서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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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적합한 교육방법이다. 또한 사례기반학습은 현재 의과대학에서 활발하게 사

용하고 있는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과대학 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을 개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기 개발 된

사례기반 학습모형의 경우에도, 교육내용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

지나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특히 환자안전교육은 내용적 특수성이 강하므로 기존 사례기반 학습

모형을 적용하기 힘들고, 이를 활용한다고 하여도 사례기반학습의 효과성을 충분

히 이끌어내지 못하여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환자안전교육은 실제 의료 상황에 지식을 직접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사례분석을 통해 오류 사례와 잘된 사례를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그러나 가공된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도, 학생 의사 수준에서는 스스로

사례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힘들다. 이는 이러한 사례에 대

한 절차적 지식이 실제 의료 상황을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학생 의사의 수준에서는 의료 상황 전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자의 도움 없이는 의료 오류에 대한 완벽한 분석과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과대학에서는 학생 의사, 전공의, 레지던트 등 연차 별 학습자

의 사전지식의 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학습 설계 단계부터 학습자의 사전 지식 수준을 매우 섬세하게 고려하여야 한

다.

지식과 경험 부족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환자안전교육에서는 학습해야 하는

이상적인 답안이 정해져 있으므로 학생들끼리 도출한 현실성을 배제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본인이 실

습하게 될 병원에 ‘적용 가능한’ 결론이 제시되어야 하는게 중요한데, 의료현장의

맥락을 반영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맥락화’가 환자안전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적 지식’의 습득을 교육 목표로 하여야 한다.

환자안전교육의 위와 같은 내용적 특수성과 사례기반학습의 원리와 학습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면 환자안전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할 수 있다. 기존에 개발된 대부분의 사례기반 학습모형은 결론 제시 단계에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교육의 위와 같은 특

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환자안전교육에서 기존의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그

대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교육 수업 장면에서 교수자의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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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개입을 반영하고, 학생의 사전지식 수준을 수업 설계 시 고려하도록 하

고, 학생들이 실제 의료 지식을 적용할 환경과 사례를 연계하도록 하며, 결론의

실제성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학습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기반학습에 근거하고 의학교육맥락에 맞는 환자안전교육

을 위한 학습모형을 도출하고, 그 효과성을 수업에 적용하여 확인하는 데 그 목적

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의학교육맥락에서 환자안전교육을 설계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기반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을 도출하는 연구이며,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은 무엇인가?

1-1.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은 무엇인가?

1-2.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의 실행지침은 무엇인가?

2.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은 타당한가?

2-1.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의 내적 타

당성은 어떠한가?

2-2.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의 프로토

타입으로 개발한 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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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은 “실제 문제에 기초한 맥락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Williams, 2005).

사례기반학습은 제시된 사례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이다(연은경, 2013). 현장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교육

과제로 제시함으로써(천영희, 2000) 학생들은 맥락적 지식을 습득하며 스스로 규

칙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고차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임영택, 2009). 다시

말해 사례기반학습은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사한 사례를 습득하고, 검색하

여 새로운 문제 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방식이

다. 종합하면 사례기반학습은 해당 맥락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적 사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추론, 문제해결을 통해 자발적 학습

을 촉진하는 수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환자안전교육(patient safety education)

환자안전(patient safety)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세계보건기구

WHO(2009)는 환자안전을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최소한

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미란(2011)은 환자안전을 ‘병 들

거나 다쳐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위험이나 사고의 염려가 없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사 대상의 학습모형을 개발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교육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지

식과 기능, 태도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전반’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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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 사례기반학습

가.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의 개념 및 특성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nring)은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nring)의 한 형태로(Forsgren et al., 2014), 사례(case)를 통해 맥락적 지식

습득을 유도하는 참여적 교수-학습 방법이다(Hong & Yu, 2017;Li et al., 2019

). 구체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했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 혹은 ‘이미 발생했던 사건이나 사례를 교육적으로 변형하여 제

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관련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영숙과 김낙흥, 2019).

사례기반학습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례(case)의 개념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1) 사례(case)의 정의

사례(case)란 일반적으로 이전에 일어난 예시 또는 꾸며낸 예시를 의미한다.

교육학적 맥락서 사례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가공하여 학습

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임철일과 연은경, 2009)’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

을 위해 활용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맥락적 정보가 포함된 이야기 자료(장

신호와 곽호숙, 2009)인 것이다. 사례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자

료로 해석할 수 있다(김정아,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사례는 문제, 문제상황, 해

결방안, 결과를 포함하는 이야기(임영택, 2009)로 구성 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에서는 보다 넓은의미로써 사례를 정의하는데, Kolodner(1993)는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지식이 있는 것’을 사례로 보았고, Herreid(1994)는 ‘학습의 배경이 되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덧붙여져 있는 딜레마가 포함된 이야기’를 사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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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2) 사례의 유형

사례는 활용 목적이나 표면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연은경, 2013).

Sykeys & Bird(1992)는 사례의 유형을 표본으로서의 사례, 분석 연습기회로서

의 사례, 개인적인 성찰을 위한 사례로 구분하였다. 표본으로서의 사례는 일반적

이고 명제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론이나 원리가 반영된 표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학의 피타고라스의 원리에 대한 사례로 세 변의 각기 다른

길이로 구성된 직각삼각형을 보여주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분석 연습 기회로

서의 사례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이론이 나타나는 상황을 제시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법률의 원칙을 학습하기

위해 실제 재판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

인적인 성찰을 위한 사례는 성찰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적인 사례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찰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사례의 유형이다.

한정선과 동료들(2011)은 사례의 표면적 특성에 따라 사례를 여섯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확장적·구체적 사례는 그 분량이 1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수준

의 자료를 의미한다. 기술적·설명적 사례는 연속성이 있는 사례를 순차 제시하고

유형 목적 특징

표본으로서의 사례
일반적이고 명제적인

지식의 전달

이론이나 원리가

반영된 표본을 제시

분석연습기회로서의

사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습

기회의 제공

이론이 나타나는

상황을 제시

개인적인 성찰을 위한

사례
성찰적 실행의 증진

사례를 기록하는 내적

과정을 보고하도록 함

[표 Ⅱ-1] 목적에 따른 사례 유형 구분(Sykes & Bird,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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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이다. 소규모 사례는 학습자가 개념

을 적용할 때나, 내용을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공할 때 쓰이는 비교적 짧은

사례 유형이다. 단 문장 사례는 말 그대로 두 개에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사

례를 의미한다. 다중 선택 사례는 여러 해결책이 있는 소규모 사례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한 후 근거를 진술하도록 하는 형식의 사례이다. 직접적 사

례는 질문과 그에 대한 짧은 사례를 같이 제공하는 형식이다.

임영택(2009)은 사례를 구성방식에 따라 조직적 사례와 비조직적 사례로 구분

하였다. 조직적 사례 구성은 사례를 구성하는 교육목표와 관련된 요소들을 유목

화하여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성된 사례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를 감소시키고, 사례를 범 맥락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다. 다만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이 될 가능성

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비조직적 사례 유형은 사례를 조직화 하지 않고,

유형 목적

확장적·구체적 사례
주로 비즈니스 과정에서 사용되며, 보통 사례의

분량은 100페이지 이상임

기술적·설명적 사례

연속성이 있는 사례를 5개 정도의 부분으로 나눠서

한 번에 한 사례씩 보여주고 학습자에게 각 사례에

맞는 토론, 가설, 학습목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소규모 사례
학습자가 개념을 적용할 때나 어떤 내용을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공할 때 주로 사용

단문장 사례 두 개에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사례

다중 선택 사례

단문장 사례의 변형으로, 4~5개의 해결책이 있는

소규모 사례를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그 중 하나를

택하게 한 후 그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논지를 펼 수

있도록 함

직접적 사례
정교하게 잘 구성된 질문과 짧은 사례를 같이

제공하는 형식

[표 Ⅱ-2] 표면적 특성에 따른 사례 유형 구분(한정선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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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형식으로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조직적으로 구성된 사

례의 경우, 사례별 구체성과 특수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맥

락 의존적일 경우, 학습 전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조직적 사례구성

(의미론적 구성)

비조직적 사례구성

(일화적 구성)

주요특징

추상성과 일반성 강조

추상적 정보를 담고 있는

보편 구조의 형태로 저장

사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독립성 강조

구체성과 특수성 강조

특정 상황과 정보의 원형적

스크립트 형태로 저장

사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종속성

강조

장점

의미론적으로 유목화 하여

제시함으로서 저장 단계에서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사례의 구성요소들을

범맥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이야기 구조 속에서 사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습득함으로써

용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

단점

사례의 맥락이 일부

훼손되어 기억됨으로써 적용

및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지나친 의미론적 구성은

습자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저해하고, 일방적인

내용전달이 될 수 있음

맥락 의존적이며, 구체성이 높아

내용적 영역이 다를 경우 전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이야기 구조 이면의

의미론적 구조를 부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표 Ⅱ-3] 구성방식에 따른 사례 유형 구분(임영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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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기반학습의 개념

사례기반학습은 제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으로(연은경, 2013),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 형

태의 학습 과제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맥락적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규칙을 발

견하며 고차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임영택, 2009).

사례기반학습은 사례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이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정의

를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임영택, 2009). 사례기반학습의 정의는 구성주의 철학과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사 례기반학습에 대한 학

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 사례기반학습의 정의

연은경(2013)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하고 다양

한 사례를 습득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 중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검색한 후 검색한 사례들을 직접 또는 부분

적인 수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이용하도록 하는 교수법

임영택(2009)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사례

를 습득하고 이러한 사례 중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검색하여 선택한 사례를 직접 또는 일부의 수정을 통해 문

제해결에 이용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
곽호숙,

장신호(2009)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속에 포함된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학습 형태

Jonassen(2006)

사례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

- 단순 예시로서 사례를 활용하는 것

- 추론 기능으로서 사례를 활용하는 것

- 사례 분석으로서 사례를 활용하는 것

- 문제해결을 위해 사례를 활용하는 것

- 사례 생성으로서의 사례를 활용하는 것

Kolodner(1993)

새로운 요구에 대응해가는 과거의 문제해결방안을 채택하

거나, 과거의 사례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거나,

과거의 사례로부터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표 Ⅱ-5] 사례기반학습의 정의 비교(최소영, 2017; 연은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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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사례기반학습은 해당 맥락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

야기 형태의 문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추론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유

도하여, 맥락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습득을 유도하는 교수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기반학습은 학습자의 지식 전이를 촉진 시켜 유사 상황에서의 지식 인

출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분석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등이 향상될 수 있으며(임철일과 연은경, 2009)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의 지속적 참여와 동기 유발을 가능하게 하며, 협동 과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Kolodner, 1993). 특히 사례기반학습은 의학, 경영학, 법학과 같

은 전문직 교육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사례를 활용하는 경우 학습자가 스

스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맥락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방정숙, 2009). 특히

사례기반학습은 인과구조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에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다(정옥년, 2000).

사례기반학습은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기반추론

(Case Based Reasoning, CBR)’을 전제로 한다(Reisbec & Schank, 2013). 사

례기반학습은 사례기반추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례의 습득과 인출

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기반추론(CBR)이란

과거 사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Watson, 1998). 학

습자는 새로운 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전 경험을 추론하고, 이를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스키마에는 맥락적인

지식이 존재하고, 새로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맥락적 지식을 인출

하여 새로운 상황과 비교·대조함으로써(Seel, 2012)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

따라서 사례기반추론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스키마에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기 위

해 인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험’이 반드시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스

키마에 존재하는 이러한 맥락적 지식은 반드시 직접 경험일 필요는 없으며, 타인

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도 추론에 활용될 수 있다(조규락, 2002).

즉,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교수자에 의해 안내의 형태로 사례의 경우에도 스키마

에 적절히 저장된다면, 사례기반추론의 지식기반이 되어 활용될 수 있다.

위해 추정하는 것
Riesbeck &

Schank(2013)

과거에 사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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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반추론은 구성주의 학습이론(Steffe & Gale, 1995)을 기반으로 한다. 구

성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전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가정하며, 교수자는 지식의 전달자라기보다

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돕는 촉진자이자 안내자로서 인식된다. 다시 말해 구성

주의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을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로 고려하고(조규락, 2003)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

주의 관점의 사례기반추론은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 후

학습자 스스로 이를 탐구하고 기존의 지식 구조와 비교·대조를 통해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은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

자가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사

례기반추론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학습목표를 달성시키

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례기반학습의 교수전략

사례기반학습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최용석(2004)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사례기반학습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례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례를 일반화하여 기억 속에 저장하는 지식을 분류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일종의 색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새로운 지

식을 기존 지식에 동화시키며 인지구조를 평형화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

찰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례기반학습에서 성찰을 촉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Piaget, 1985). 셋째로 생산적 실패를 유도하여 실패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통해 학습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새로운 사례에 직면했을

때, 이전 사례를 통해 일반화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기

존 사례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

구분 사례기반학습의 학습 촉진 조건

[표 Ⅱ-5] 사례기반학습에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법(최용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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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경(2013)은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교수설계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계원리를 학습목표, 사례선정, 사례시나리오, 피드백, 색인의 5가지 범주로 분류

하고 각각에 대한 상세 원리를 제시하였다. 연은경(2013)에 따르면 사례기반학습

에서의 학습목표의 경우 목표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인지

재확인 해야 하며, 주제 분석을 통해 학습 내용을 사전에 위계화하고, 사전지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학습목표를 선정할 때에는 사례를 활용할 학습자의 인지적 특

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례선정에 있어서는 실제 사례이어야 하며, 교육목표와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어야 하고, 제한된 시

간 내에 다룰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시나리오 작성 시에는 사

례 난이도를 고려한 기술 방법을 택하고, 사례의 핵심 요소들이 명확히 드러나도

록 기술해야 하며, 사례를 분류하는 색인을 제공해야 한다.

구성요소 설계원리

학습목표

Ÿ 교육목표가 유사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의 향상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라

Ÿ 학습내용의 주제 및 하위 학습내용, 학습을 위해 필요한

사전지식을 기술하라

Ÿ 사례를 활용할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라

- 다소 복잡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추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라

- 해당 사례를 읽고,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라

[표 Ⅱ-6] 사례기반학습을 위한 상세 사례 설계 원리(연은경, 2013)

1 다양한 맥락의 사례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함

2
사례를 일반화 하여 기억 속에 저장하는 지식을 분류하는 과정을

학습해야 함

3
생산적 실패를 유도하여 실패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통해 학습과정

을 촉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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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기반 학습모형

사례선정

Ÿ 실제 사례를 선정하라

Ÿ 교육목표와 일치하는 사례를 선정하라

Ÿ 학습내용의 중요성이나 실용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사례

를 선정하라

Ÿ 학습해야 할 이론이나 원칙이 포함된 사례를 선정하라

- 학습자들의 경험과 관련된 친숙한 용어, 예, 배경지식이

포함된 사례를 선정하라

Ÿ 둘 이상의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단계가 필요한 사례를

선정하라

Ÿ 면담, 관찰 등과 같은 원 자료와 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라

Ÿ 제한된 시간에 해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라

사례시나리오

Ÿ 사례의 난이도에 따라 직설적이고 단순한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

하라

- 난이도가 하인 사례를 기술할 때는 직설적이고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라

- 난이도가 상인 사례를 기술할 때는 은유적이고 간접적

인 표현을 사용하라

Ÿ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례를 기술하라

Ÿ 과거동사와 능동태 문장을 사용하려 사례를 제시하라

Ÿ 감성적인 문체나 많은 수식어의 사용을 배제하라

Ÿ 상황이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

하라

Ÿ 특정한 상황과 사실을 명확하게 지시하라

Ÿ 특정한 상황과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Ÿ 공개하거나 위장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라

Ÿ 사례 활용 시 학습자에게 주어질 질문을 제시하라

Ÿ 사례의 구조와 표현, 문법, 철자법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

하라

피드백 Ÿ 토의 질문에 대한 이론 및 분석 방법을 지시하라

색인
Ÿ 토의 질문에 대한 사례 제목, 사례 활용 분야, 이론 등을

색인으로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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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기반 학습모형

사례기반추론을 구성하는 요소와 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모형은 Aamdot와 Plaza(1996)가 제시한 모형으로 사례기반추론의 구성요

소를 문제, 검색, 재사용, 해결책, 수정, 결정된 해결책, 저장으로 제시한다. 학습

자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경험했던 사례 중 유사한 사례를 검색

하고, 검색된 사례를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해결된 문제는 새로운 사례로서 이전의 사례와의 연관성

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저장된다.

일반적 지식

이전 사례
검색된 사례

새로운 사례

해결된 사례검증/수정된 
사례

학습된 사례

새로운 사례 (검색)

(재사용)

(수정)

(저장)

[그림 Ⅱ-1] 사례기반추론 프로세스(Aamodt & Plaza, 1994)

김진백(1999)은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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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하는 원리를 <그림 Ⅱ-2>과 같이 제시하였다. 새로운 문제(사례 B)를 과

거에 경험한 문제(사례 A)를 추론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문제와 유사

한 기존 사례를 사례 베이스(case base)에서 가져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거치며, 현재 직면한 문제와 사례 베이스에 저장 되어 있는 이전 사

례의 유사성이 있을 시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례기반학습에서 문제 해결

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사례(A와 B)간의 간격을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에(Koton, 1989) 사례기반학습에서 사례를 개발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경험한 문제
(사례 A)

새로운 문제
(사례 B)

새로운
해결안

과거의 
해결안

유사성

변형

[그림 Ⅱ-2] 사례기반학습의 문제해결방법 (김진백,1999)

사례기반학습에서의 학습과정을 절차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임영택, 2009; 조규락, 2002; Aamodt&Plaza, 1996;

Jonassen&Hernandez-Serran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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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1단계 : 새로운 문제와 문제 상황 확인하기

학습자가 직면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로, 문제를 이해

하기 위해 문제 속에 구성된 요소들을 분류하여 파악하고 각 요소들 간의 관련성

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한다.

➁ 2단계 : 사례 습득하기

사례를 습득하는 단계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학생들이 사례를 습득할 수 있

다. 먼저 사례베이스(casebase)또는 사례도서관을 탐색하여 사례를 습득하는 방

식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수자에 의해 설계 및 개발된 사례기반학습 프

로그램을 통해 사례를 습득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습득한 사례를 본인의 스키

마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 사례와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된

다.

➂ 3단계 : 유사사례 활용하기

‘사례 습득하기’에서 실시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

는 단계로, 기존 사례를 검색하고, 탐색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단계이

다. 기존 사례의 조건, 상황, 해결 방안, 실행결과 등을 주어진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➃ 4단계 : 제안된 해결방안 제시하기

구분 단계

1단계 새로운 문제와 문제 상황 확인하기

2단계 사례 습득하기

3단계 유사사례 활용하기

4단계 제안된 해결방안 제시하기

5단계 확정된 해결방안 제시하기

[표 Ⅱ-7] 사례기반학습의 학습 과정(임영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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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사례 탐색을 통해 발견한 유사 사례

의 해결 방안을 참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직면한 문제와 발견한 과거의 사례

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데 드는 인지부하가 적어진다.

➄ 5단계 : 확정된 해결방안 제시하기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확정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확정된 해결방안이란 문제해결에 성공한 해결방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확정된 해

결방안이라고해서 반드시 직면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방안

인 것은 아니다. 문제에 직면한 학습자에게 문제해결에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해

결방안인 경우 모두 확인된 해결방안으로 규정될 수 있다.

사례기반학습에서 활용하는 과거 사례들은 사례 베이스(case base) 또는 사례

도서관(case library)에서 인출된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베이스는 다양

한 경험이 축적되어 조직화된 결과물로써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Edelson, 1992)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학습자가 직접 경험한 것일 필요는 없으

며 타인에 의한 간접 경험도 사례 베이스로써 활용이 가능하다(조규락, 2002). 이

러한 사례기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사례를 활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고, 해결된 문제를 또 다른 사례로 인지구조에 저장하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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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사례기반학습에서의 학습과정(조규락, 2002)

사례기반학습을 정보 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들은 ➀인출, ➁재
사용, ➂수정, ➃보유, ➄조정이라는 5가지 절차를 거치며 사례를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게 되고, 해결된 문제를 또 다른 사례로서 인지구조에 저장하게 된다

(Kolodner, 1993; Riesbeck & Schank, 1989).

➀ 인출(retrieve)
인출이란 현재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과거의 사례를 사례베이스로부터 추출하

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학습자가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요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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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기존 사례를 찾아내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는 것으로, 기존 사례의

해결방안을 검토하며 이러한 해결방안을 직면한 문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정한

다. 사례 베이스의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 색인을 활용할 수 있다.

➁ 재사용(reuse)
과거의 사례로부터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여 이용하는 과

정으로, 인출될 사례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 없이 문제 해결에 사례를 활용하고, 유사성이 낮은 경우 수정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➂ 수정(revise)
학습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인출한 과거 사례와 현재 문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직면한 문제 해결에 적합하도록 사례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 수정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또한 재 사용한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

나 실패한 경우에도 수정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➃ 저장(retain)
앞선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의 사례베이스에 저장하여 향

후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이때 학습자의 개인별 기준을 거쳐 조

직화 된 후 사례베이스에 이야기 형태로 저장되며, 색인을 부여하여 향후 인출 과

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➄ 조정(refine)
학습자가 사례베이스에 저장한 사례들이 기존의 지식 및 물리적 장소와 연계되

어 보다 정교화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례의 의미는 깊어지고 변화되며 이

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

Williams(2005)는 의과대학 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의 절차를 총 7개의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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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는데 사례기반학습을 사례개발 – 분석 – 브레인스토밍 – 학습 목표

형성 – 결과물 공유– 그룹 토론 – 의학적 상황에 적용의 일곱 단계로 제시하

였다. 사례기반학습의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소그룹이 형성되어야 하고, 적절한

질문을 유발하는 사례가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Ⅱ-4] 사례기반학습 프로세스(Williams, 2004)

강명희(2007)는 사례기반학습을 <그림 Ⅱ-4>과 같이 사례 선정 - 사례 보기

- 사례 분석 - 개별 탐구 - 팀별 활동 - 결론 제시 - 평가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송상호(2003)는 사례기반학습을 사례 개발 – 사례 제시 – 사례 이해 – 문제

파악 – 해결책 확인의 다섯 개의 절차로 구분하였다. 조규락(2002)은 사례를 개

발하는 절차를 제외하고, 문제 상황 제시 – 사례 습득 – 유사 사례의 활용 –

제안 될 해결방안 – 확정된 해결 방안의 다섯 단계로, 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사례기반학습의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2003)에서는 사례 분석 단계

를 세분화 하여, 문제 발견 – 문제점 파악 및 명확화 – 문제 해결 계획 수립 –

해결방안 탐색 및 결정 – 토의를 통한 의사결정의 순서로 사례기반학습의 절차

를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사례기반학습에서는 교수자의 의도대로 개발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학습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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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기반 학습모형

사례기반학습을 중심으로 개발된 절차적 학습모형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초

등학교, 법과대학, 경영대학, 간호대학 등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1) 사례선정 및 제시, 2)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3) 피드백 및 일반화

연구자 사례기반학습의 절차

강명희(2006)

Ÿ 사례선정

Ÿ 사례보기

Ÿ 사례분석

Ÿ 개별탐구(반복)

Ÿ 팀별활동(반복)

Ÿ 결론제시

Ÿ 과정 및 결과평가

송상호(2003)

Ÿ 교육목적에 적합한 사례의 개발

Ÿ 적합한 방법으로 사례 제시

Ÿ 사례 이해의 기회 제공

Ÿ 사례의 문제파악 기회 제공

Ÿ 시도된 해결책 파악 및 비판

조규락(2002)

Ÿ 문제상황제시

Ÿ 사례습득

Ÿ 유사사례의 활용

Ÿ 제안된 해결방안

Ÿ 확정된 해결방안

이화여자대학교

(2004)

Ÿ 현재의 상황 관찰 및 문제 발견

Ÿ 문제점 파악 및 명확화

Ÿ 문제해결의 계획

Ÿ 해결방안의 탐색 및 결정

Ÿ 토의를 통한 의사결정

[표 Ⅱ-8] 사례기반학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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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기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곽호숙과 장신호(2009)는 초등학교 4학년 24명을 대상으로 학생들

의 과학 문제 해결력 및 수업 태도에 사례기반학습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연

구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의 3개 단원에 대하여 17차시 수업에 사례기반학

습을 총 6주간 적용하여 과학 문제해결력 변화 및 수업 태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하였으며, 그 절차는 사례를 통해 문

제 만나기 –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 – 문제 해결하기 – 결론내리기의 4단계로

구성되었다. 사례를 통해 문제 만나기는 학생이 교사로부터 사례를 제시받고, 문

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문제 해결하기는 이전 단계에서 수립한 문제

해결 계획을 바탕으로 자료수집 및 탐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결론 내리기는 실

험 결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연구결과 사

례기반 수업을 실시한 이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에 있어서 중위 수준의 학생과

상위 수준의 학생의 경우 과학 문제 해결력 점수의 향상이 크게 나타났다.

김동열(2003)은 웹 기반의 사례중심 학습 환경에서 시나리오 구성 활동이 문제

해결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군사관생도 3학년 2

개 전공 38명을 대상으로 군대윤리와 관련된 사례를 개발하여 총 17일간 웹 기반

사례중심학습환경의 시나리오 구성 활동을 했던 집단과 시나리오 구성 활동을 하

지 않았던 집단을 비교하여 웹기반 시나리오 구성 활동이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실험에 사용된 웹 기반 환경의 사례기반학습의 절차

를 개발 한 결과 사례읽기 – 관련 자료 학습 후 사례 다시 읽기 – 분석 – 시

나리오 구성 활동 – 협력학습 – 성찰의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웹 기반 환

경이 아닌 오프라인 환경의 사례기반 학습 절차와 큰 차이점은 없었다.

Mauffette-Leenders와 동료들(1997)은 <Learning with Cases>에서 아이

비리그 대학의 사례를 들어, 사례기반학습의 목적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대규모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

의 절차 모형으로 문제파악 – 문제특성 규명 – 상황의 중요성과 위급성 결정

– 상황분석 – 연관정보 찾기 – 대안내기 – 결정 내리기 – 대안을 선택하고

결과를 예상하기 –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Williams(2005)는 문헌 리뷰를 통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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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제시된 사례기반학습 절차 모형은 사례확립

– 그룹 별 사례 분석 – 브레인 스토밍 – 학습 목표 형성 – 사실 발견하기 –

사실 공유하기이다. Barton(2008)은 로스쿨에서 경영대학에서 활용하는 사례기

반 수업 절차를 활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영대학에서 활용하는 사례기반

학습 절차 모형을 사례 분석하기 – 분석 결과 공유 – 토의를 통한 해답 수정

– 예비 답안 세우기 – 의사결정과 결과 발표로 제시하였다.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피드백을 통해 사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례기반학습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김용삼(2007)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례기반추론 교수학습모형을 개

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

반추론 절차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수업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모형

을 개발하였다. 문제제시 – 사례분석 – 사례사용 - 문제해결 및 사례수정 –

사례 확인 – 일반화 및 적용 – 평가 – 정리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문제제시에

서는 학습자를 대상 동기유발, 학습 목표 확인, 문제제시, 학습활동 안내가 진행된

다. ‘사례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이전 사례를 기억하여 인출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다음으로 ‘사례 사용’은 이전

사례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문제 해결 및 사례수정’은 문

제를 해결한 결과를 재확인하고, 이전 사례의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이다. ‘사례 확

인’은 해결된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자의 기존의 인지구조에

새로운 사례를 더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일반화 및 적용’ 단계는

사례를 저장하고 각인화 하는 단계이며, ‘평가’는 이전 사례와 새로운 사례의 유사

성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는 최초의 주어진 문제와 해결

과정 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은혜(2017)는 간호사 대상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개발된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할 때 사용한 사례기반학습 절차는 도입 – 사례제시 – 사례분석 – 팀 활동 –

결과발표 및 토의 – 보충학습 – 정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본 절차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처방한 결과 환자안전문화, 안전통제감, speak up 점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종합하자면, 사례기반 학습모형은 의과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초중등교육

등 사례기반학습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 환경과 학습 내용에 맞게 변



- 25 -

형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절차적 모형의 형태로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그

러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의 단계로써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개발한 결과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례기반 학습

모형 개발 자체를 목적으로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일반

적인 형태의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도출하였으나 이를 지원하는 상세 지침을 개발

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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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반학슴

모형의

일반적인 절차

(임철일과

연은경, 2006)

과학

문제해결력

촉진(곽호숙,장

신호; 2009)

웹기반

사례중심학습

(김동열, 2003)

일반적인

사례기반 학습

절차(Mauffette-

Leenders et

al., 1997)

의과대학

사례기반학습

절차(Williams,

B., 2005)

법과대학

사례기반학습

절차 (Williams,

M., 1992)

경영대학

사례기반학습

절차

(Barton, 2008)

초등학교

사례기반추론

교수학습모형(

김용삼, 2007)

간호사 대상

사례기반학습

절차(이은혜,

2017)

사례선정
사례를 통해

문제 만나기
사례읽기 문제파악 사례확립 도입

사례제시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

관련자료 학습

후 사례 다시

읽기

문제특성 규명 문제제시 사례제시

사례보기 문제 해결하기 분석
상황의 중요성과

위급성 결정

사례분석 결론 내리기
시나리오

구성활동
상황 분석

그룹 별

사례분석
사례분석하기 사례분석하기

사례분석

사례사용 사례분석(개별)

개별탐구 협력학습 연관정보찾기 브레인스토밍 분석결과 공유
문제해결

사례수정
팀별활동

팀별활동 성찰 대안내기 분석결과발표
토의를 통한

해답 수정
사례확인

결과발표 및

토의

결론제시 결정내리기
학습 목표

형성하기

가상법정에서

분석한 결과

발표

예비답안 세우기 일반화/적용 보충학습(팀별)

과정 및 결과

평가

대안 선택 및

결과 예상하기
사실 발견하기

교수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리

의사결정 결과

발표
평가

피드백 사실 공유하기 정리 정리

<표 Ⅱ-9> 사례기반 학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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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안전교육

가. 환자안전교육(patient safety education)의 개념 및 특성

환자안전(patient safety)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환자안전의 개념은 환자

의 상태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정의할 수 있고, 과정에 초점을 맞춰 정의할 수

있다(김미란, 2011). 환자안전을 환자의 상태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면

’의료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또는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Auerbach et al., 2012). 반면 환자안전을 과정을 중심으로 정의하면 ‘보건의

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

키는 것(WHO, 2009)’ 또는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 중에 발생하는 환자의 부상이

나 사고로부터의 예방(Sorra & Nieva, 2004)’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

던 용어인 오류(error)나 위해 사건(adverse event) 등의 용어는 의사의 시각에

서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위해(harm)라는 용어나 안전(safety)라는 용

어는 환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다(이재호와 이상일, 2009).

환자안전은 1951년 미국 병원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면서 The Joint

Commission(JC)의 설립과 동시에 ‘질 향상’ 활동이 그 시초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미국 내 의료보장(quality assurance)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질 향상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고, 1991년 지속적인 질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2000년대 위험요소 관리(risk management)를 포함하는 업무성

과향상(performance improvement)의 개념으로 진화하게 된다(최선주, 2014).

그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quality)가 단순히 치료의 결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안전(patient safety)과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한휘종, 2008). 1991년

하버드 대학에서 환자안전 위해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가 나온 이후 미국, 호

주, 캐나다, 영국 등에서 환자안전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

이후부터 환자안전의 문제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이재호와 이상일, 2009). 이후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에서도 미국과 유사

하게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며 환자안전이 의료계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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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료 표준으로서 환

자안전이 대두되었다(이재호, 2011).

국내에서는 2004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관평가에 환자안전

관련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환자안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2007년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 환자안전관련 내용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최선주, 2014).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인해 백혈병 환자가 사망한 이후, 환자안전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며, 2015년 1월 28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어(서제희 외, 2016) 환

자안전사고 예방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근간 마련과 함께 교육에 대한 수

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로 시행규칙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환자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각 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교

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의학교육계에서는 환자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최근 의학교육 현장에서는 환자안전

교육과정의 도입과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Weaver et

al, 2013). 또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의료 오류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하며(WHO, 2009) 2011년에는 보다 다양한 보건 의

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지침을 발간하였다. WHO의 환자안전교육과정지

침(Patient Safety Curriculum Guide: Multi-professional Edition)은 환자안

전에 대한 개념 및 관련 내용, 주제에 맞는 교육방법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고 있

으며, 간호사, 약사, 조산사, 치과의사로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을 포괄하는 교

육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Gruen(2001)의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IOM(Institute of

Medicine) 보고서가 199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3가지 점을 강

조했다. 첫째, 의료 오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고 심각하다는

점이다. 미국 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은 심장병, 암 다음으로 높았다(James,

2013). 둘째, 상당수의 위해 사건이 예방 가능했으며, 흔한 유형은 투약오류, 감

염, 술기 합병증, 그리고 수술 또는 시술 후 합병증이었다(Burroughs et al.,

2007). 즉 의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오진의 위험보다,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실행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 빈번하고 심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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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셋째, 의료 오류를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의 보이는 실수

를 탓하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하며, 오진보다는 실행 중의 오류에 더 집중하여 교육하고, 문제 발생 시 시스

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노혜린, 2019).

환자안전에 대한 시스템적 노력의 하나로 환자안전교육의 중요성이 20년 전부

터 전 세계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Lee, 2009), 의학교육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인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의 2006년

학술대회의 주제가 ‘환자안전교육’이었다. Gruen(2001)은 의과대학교육, 전공의

교육, 의사연구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의대 교육과정에 지속적인 환자안전 역

량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장비의 구축과

같은 기술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은 모든 의료인이 최우선적으로 생각

해야 할 사항’이라는 모든 의료인의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하는 환자안전문화의 조

성과 이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이후연과 이상규, 2018). Pinakiewicz

과 동료들(2010)은 의학교육 패러다임의 대대적 전환을 주장하며, 의과대학에서

는 환자안전을 교육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야 하며, 능력 있는 의사 양성을 넘어서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환자안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나 인식,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습득을 위해서라도 환자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최선주, 2014). Clarke 와 동료들(2007)은

인문 사회의학, 연수교육, 기초의학, 전공의 수련과정 등 모든 의학교육의 궁극적

인 목적이 환자안전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AMC(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10년 선언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환자안전에 가

치를 두는 학습 환경 조성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입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환자안전 태도를 갖춘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환자안전에 필

요한 술기, 태도, 행동을 배양해야 함을 강조했다(Church et al., 2018). 따라서

의대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의사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체계적인 환자

안전교육을 통해 환자안전 개념 및 지식이 학부과정에서 기본 자질로서 갖추어

져야 한다(이영미, 2009).

환자안전교육은 환자안전지식(patient safety knowledge), 환자안전기술

(patient safety skills), 환자안전태도(patient safety attitudes)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환자안전 지식이란 의사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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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등이며 환자안전 기능이란 의사가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

적, 정신적인 수행을 의미한다(김미경과 이상미, 2019). 환자안전태도의 경우 환

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의사의 기본 태도를 의미 한다(정효선과 김

성희, 2019). 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을 통

해 환자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환자 중심 치료, 학제 간/직종 간 팀워

크, 근거기반 진료, 질 향상 적용, 정보의 적절한 사용의 5가지를 강조하였다

(Baker et al., 2005). 호주의 The Australian Council for Soci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ACSQHC)는 7가지 학습영역을 기반으로 국가적 환자

안전교육 프레임워크(Nat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를 개발

하였다(Walton et al., 2010). 7가지 영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위해 사건과 근

접오류의 확인 및 예방관리, 근거와 정보 이용, 안전한 수행, 윤리준수, 지속적인

학습, 잘못된 부위, 잘못된 시술, 잘못된 환자 치료와 투약 안전으로 구성된다. 세

계보건기구(WTO)에서는 호주의 국가 환자안전교육 프레임 워크(NPSEF)를 기

반으로 하여 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환자안전교육과정지침을 2009년에 발간하였

다. 이는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자를 위한 지침으로 11개의 주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사례 및 수업도구 등이 포함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안전의

개념, 환자안전에서의 인적요인 적용, 시스템적 접근, 효과적인 팀원 되기, 오류로

부터 배우기, 임상적 위험의 관리와 이해, 질 향상 기법,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감염관리,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 약물안전 등으로 구성된다(이해영, 2014).

Walton 과 동료들(2010)은 환자안전은 하나의 학문이며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환자안전 관점에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환자안전학회에서는

뉴스, 칼럼, 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병

원협회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에서는 직종별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연수교육

을 개최하고, 의사와 경영진에게 환자안전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다(정효선과 김

성희, 2019). 환자안전교육의 목적이 환자 관점에서 환자가 의료 상황에서 안전함

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였을 때, 환자안전교육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환자안전교육에 있

어서 중요한 것은 인지적인 측면인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행동적, 태도적인 측

면의 지식까지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상황에 적용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하

는 학습방식이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교수자나 선배로부터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역할모델이 행동하는 방식이 상황적인 맥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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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면서 실무 수행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안전교육

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멘토링과 코칭의 방법이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교

육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또 환자안전사고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서 발생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 환자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합적이고 반복적인 교

육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안전지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관련된

기술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환자안전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의

사소통, 팀워크, 리더십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교육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노혜린,

2019).

나. 국·내외 환자안전교육 사례

1) 해외 사례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 호주, 유럽을 중심으로 환자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미국에서는 뉴욕 의과대학(New York Medical College, Val-hala, New

York),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at Chicago College of Medicine,

Chicago), 미주리-콜롬비아대학(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School

ofMedicine), 존스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School of Medicine)

의 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안전교육의 기간은 4시간에서 30시간

까지로 다양하였으며 미국 내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환자안

전의 개념, 오류에 대한 폭로와 윤리적 주제, 시스템적 접근법, 오류 보고, 오류

분석과 예방, 커뮤니케이션과 팀 협력 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뉴욕대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Halbach & Sullivan, 2005). 개발된

환자안전 커리큘럼은 4시간으로 토론, 교재 읽기, 영상 시청, 소그룹 디브리핑

(debriefing)이 활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도입 강의 및 토론, 필수 자료 읽기, 비

디오 시청을 통해 환자안전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교사로부터 구두(verbal)와 서

면(written) 피드백을 받는다. 오류의 정의와 같은 기초적인 지식부터 오류에 대

한 의사의 반응, 의료 오류와 그 맥락 등의 일화로 구성된 내용까지 활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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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IOM의 ‘To Err is Human’에서 제시한 의료 오류 사례를 활용하여 어떻게

의료 오류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고려 사항은 무엇인지, 환자안전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비디오 영상

을 활용하였는데, 표준화된 환자가 등장하고 환자안전 관점에서의 오류가 발생하

는 영상을 활용하여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기술, 안 좋은 소식 전하기, 의료오

류를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등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도

록 유도되었으며 소그룹 별로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수업이 마무리 되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는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주간의 집중 환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3시간으로 구성된 10개의 수업 모듈을 도출하였으며 주

요 내용으로는 오류와 안전과학, 윤리와 공개, 지속적인 질 향상, 인정과 공개하

기, 시뮬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스킬, 팀워크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을 위해 화상

회의시스템이 활용되었으며 팟 캐스트 제작 및 가상 시뮬레이션이 과제로 제시되

었다. 평가 방식으로 팀 별 발표 및 보고서 제출이 고려되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의학, 간호, 약학, 공중보건, 법률, 병

원의 행정간부, 학생, 전공의, 환자권리옹호단체장(patient advocacy leader)등

환자안전에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환자안전교육과정에 대한 회의

를 개최하였다(이영미, 2009; 노혜린 2019). 이 회의를 통해 의료직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교육의 원칙과 내용이 도출(McDonald et

al., 2010)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종 간 공동교육

(inter-prifessional education), (2) 종단적 교육과정(longitudinal curricular

approach), (3) 고학년 학생에게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고급단계 선택교육과정 시

행, (4) 교육방법(강의, 소그룹 토의, 경험학습, 시뮬레이션, 모의환자와 역할연기,

사례바탕학습, 팀바탕학습, 시청각 교재활용), (5) 평가전략(RCA능력, 환자안전

지식에 대한 필기시험, 임상사례를 이용한 학제간 팀학습을 통한 동료평가, 표준

환자를 이용하여 의료 실수나 오류 보고 및 환자에게 설명 등 평가, 학생들에게

QI(Quality Improvement; 프로젝트 과제를 주고 평가하기) 등의 방법을 도출했

다(Mayer D, et al, 2009). 또한 의료직종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11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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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교육내용

1. 의료오류와 사고의

역사

의료 오류로 인해 큰 위기가 있었던 역사적 사고들을

돌아봄으로써 학생에게 환자안전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2. 학제 간, 직종 간

팀워크 기술

팀워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갈

등을 해결하며 지시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설계하고

특정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 연습을 해

야 한다.

3. 시간과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와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흔히 보고되고 있

으므로, 자신과 팀원, 팀과 조직의 시간 및 스트레스

를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4. 건강관리 마이크로

시스템

환자안전관점에서 거시적인 건강관리시스템 뿐만 아

니라 미시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병원이나 의료현장에서 업무가 진행

되는 시스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5. 정보학,

전자의무기록,

건강관리 테크놀로지

의료에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거 있는 의학정보를 잘 검색하고 환자의 사

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오류 과학, 오류

관리, 인적 요인 과학

의료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고 인간이 실수를 하게 되

는 이유, 의료 오류에 내재된 환경 요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원칙을 습득해야 한다.

7. 의사소통 기술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의사소통 오류에 대해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필기를 통한 의사

소통, 인수인계, 환자보고 등 팀원 간 의사소통 또한

포함).

8. 오류 공개와 보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환자에게

오류에 대해 정직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9. 위험관리와

근본원인 분석

위험을 평가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10. 성과 측정과

지속적 질 향상

의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킨 후

그 변화가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

로 질 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 환자안전을 위한 성과

측정방법에 대해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투약 관련
투약오류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학

습해야 한다.

[표 Ⅱ-10] 일리노이대학의 환자안전교육 주제(노혜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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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본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교육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성을 지식, 기술, 태도의 측면에서 측정하였다(Bechtold et

al., 2008).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 개괄, 오류 보고하기, 시스템적 사고, 환자

안전도구, 오류공개문화와 같은 환자안전의 주요 지식과 의료상황에서 실수하기

쉬운 요소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수업 방법으로는 강의, 패널토의, 롤플레이 등

이 활용되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경우 환자안전교육을 총 8개의 모듈로 구분하고 각 모

듈에 대한 교육방법을 표 형태로 제시하였다(Thompson, et al. ,2008). 주요 내

용으로는 환자안전의 개념, 환자안전문화의 형성, 의사소통, 환자안전평가, 오류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교육방법으로는 교재, 강의, 비디오

활용, 문제기반학습, 시연, 토론, 롤 플레이 등이 포함되었다.

Module Topic Educational Methods

Module 1 Ÿ The science of safety
Ÿ Reading, lecture, video

review

Module 2 Ÿ Investigating a defect
Ÿ Lecture, discussion, learning

projects

Module 3
Ÿ Measuring safety and

teamwork culture
Ÿ Lecture, discussion, reading

Module 4

Ÿ Teamwork and

communication: Situational

Ÿ  awareness, structured

communication

Ÿ Lecture, discussion, reading,

simulated experience,

Ÿ  problem-based learning

Module 5

Ÿ Medical and surgical

briefings and debriefings:

Ÿ improvements in process of

care and patient outcomes

Ÿ Demonstration, lecture,

discussion, role play

Module 6
Ÿ Measur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Ÿ Lecture, discussion,

problem-based learning,

readings

Module 7
Ÿ A systems perspective of

medication errors
Ÿ Lecture, discussion

Module 8
Ÿ Disclosing adverse events

to patient and families

Ÿ Lecture, role play,

discussion

[표 Ⅱ-10] 존스홉킨스대학 환자안전교육 주제 및 방법(Thompso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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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 뉴욕 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Buffalo)의 경우 가

정의학전공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환자안전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개발하여 운영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미국의 졸업후의학교육인증원(US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에서 제시

한 6개의 핵심역량과 IOM과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HHS)의 권장사항을 토대로 총 3년에 걸친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Wagner et al., 2009). 1학년 때에는 환자안전의 행동적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

고, 2학년이 되면 의료안전에 대하여, 3학년 때에는 환자안전에 대한 시스템적 접

근에 대해 교육하고 있었다. 각 학년 별로 3개의 교육 모듈로 분리하여 교육하였

으며, 각 교육 모듈의 주제는 윤리, 팀워크, 다중 약물요법, 의료 질 향상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교육방법으로는 강의, 포트폴리오작성, 소그룹 활동이 포함되었다.

소그룹 발표 세션에서는 사례발표, 의무기록 검토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본 교

육과정을 이수한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포트폴리오, 의무기록 검토, 시뮬레이션,

표준화 환자면담, 필기시험, 서술형 시험, 수행측정 평점표 등을 활용하였다

호주의 건강관리 안전과 질 협의회는 환자안전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7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다(Burroughs et al., 2007). 7가지 주제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 위해사건과 근접오류 예방과 관리, 근거와 정보사용, 안전한 업무수행, 윤리

적 행동, 지속적 학습, 핵심주제로 아래 [표 Ⅱ-11]와 같다.

구분 주제 내용

1
효과적인

의사소통

Ÿ 환자와 보호자를 의사와 수평적인 관계로 진료에

참여시키는 등 동반자적 의사소통이 환자안전에

효과적이며, 의사는 검사나 치료의 위험에 대해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하며

위해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정직하게 밝힐 수 있

어야 한다.

2

위해사건과

근접오류를

예방하고 관리

Ÿ 실제적인 환자안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위해사건

(adverse events)과 근접오류(near misses)를 발견

하고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와 보

[표 Ⅱ-11] 호주 건강관리 안전과 질 협의회

환자안전교육 핵심 주제(Burroughs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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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유럽의학교육학회(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

AMEE)에서는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권장사항을 발표하였

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인과 빈도를 포함한 환자안전

개념에 대한 지식, 환자안전을 향상 및 유지시키는 데 있어 개인적, 집단적 책무

에 대한 태도 개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자기인식 개발,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팀 협력 기술이 포함된다(Sandars et al.,

2007; 이영미, 2009). 부차적 내용으로는 RCA, 안전한 투약과 시술, 환자안전에

있어 환자에게 권한 부여, 의료과오가 의사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제안하였다.

로자의 불만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3
근거와 정보

사용

Ÿ 근거에 기반을 두고 진료할 수 있어야 하며, 안

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4
안전한

업무수행

Ÿ 안전한 업무 수행 역량에는 팀워크와 리더십이

포함되며 인적요인(uman factors)과 조직의 복잡

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팀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환자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해

야 한다.

5 윤리적 행동

Ÿ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증

기준에서 제시하는 전문직 자격을 유지하고 관리

해야 한다.

6 지속적 학습
Ÿ 환자안전을 위해 업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학습

해야 한다.

7 핵심주제

Ÿ 호주의 환자안전의 교육체계는 2가지 핵심 주제

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잘못된 부위, 술기, 환

자치료와 관련된 주제이고, 둘째는 투약과 관련

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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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환자안전을 위한 세계연합모임(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을 구성하고(WHO, 2009) 환자안전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기본의학교

육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for Medical Schools’를 발간하였

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의학교육과정 예시와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무료로 자

료를 웹 사이트(http://www.who.int/patientsafety/en/)에 공개하였다. 이 지침

서는 환자안전을 가르치는 교수자에 대한 내용과(Part 1)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

할 때 필요한 내용(Part B)로 구성되어 있다. Part1에는 가이드를 개발한 목적과

배경,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체계, 교육 및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있으

며, Part 2에는 환자안전의 개념,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의학적 오류와

이로부터 배우기, 효과적인 팀원되기, 질 향상(QI)의 기초, 감염관리, 환자안전 향

상 등 11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학생이나 전공의 교육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정보, 매체, 참고문헌, 환자 사례가 수록 되어 있어 환자안전

교육의 실행을 지원해 주고 있다(WHO, 2009; 이영미, 2009).

Main(핵심주제)

Ÿ Increase knowledge of patient safety, including the causes and frequency

Ÿ Develop willingness to take responsibility

Ÿ Develop self-awareness of the situations when patient safety is

compromised

Ÿ Develop communication skills, especially inter-personal

Ÿ Develop team-working skills

Lesser(부차적주제)

Ÿ Develop skills in root-cause analysis

Ÿ Develop skills in safe prescribing and procedures

Ÿ Develop skills to empower patients to have involvement in patient safety

Ÿ Develop skills in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errors, in both doctors and

patients

[표 Ⅱ-12] 2006 AMEE 의학교육 내 환자안전교육 내용(Sandars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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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B(교육과정 지침을 위한 주제)

주제 주제에 대한 설명 교육방법

1.

환자안전이란?(환

자안전의 개념)

학생들은 다른 산업에서 시스템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그 해결과정으로부

터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의료환경에

적용하여 환자안전의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상호작용

강의,

비디오,

미디어사례,

소그룹토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현장

참여관찰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인적요인이란 개인, 업무도고, 업무현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업무도구가 제각각이거나 업무현장이

강의, 소그룹

활동,

사례연구

[표 Ⅱ-14] WHO 환자안전교육 커리큘럼 파트 B의 내용(WHO, 2009)

파트 A (교수자 지침)

1. 배경

2. 교육과정 지침의 주제 선정방법

3. 교육과정 지침의 목적

4. 교육과정 지침의 구성

5. 교육과정 지침의 활용

6. 교육과정 내 환자안전 학습 통합방법

7. 환자안전 교수-학습을 위한 핵심적 교육 원칙

8. 환자안전 이해를 돕는 활동

9. 환자안전교육과정 평가방법

10. 웹기반 도구 및 자료

11. 환자안전교육에서 국제적 접근 방안

[표 Ⅱ-13] WHO 환자안전교육 커리큘럼 파트 A의 내용(WH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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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가?(인적요

인)

달라질 때,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거

나, 피로, 스트레스 상황일 때, 아무리

성실히 일하고 꼼꼼한 개인이라도 실수

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

러한 인적요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적

요인이 환자안전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

해야 한다.
3.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잡성의

영향

이해하기(진료시스

템과 복잡성)

의료업무는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이루

어지므로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것이

위해사건을 최소화하고 환자안전을 향

상시킬 수 있다.

WHO DVD,

강의, 소그룹

토의,

사례연구,

관찰

4. 효과적인 팀원

되기

팀워크가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데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효과적인 팀플레이를 하는

법을 습득해야 한다.

장기간 교육,

역할모델,

팀워크 경험

성찰, 팀형성

실습,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5. 위해 예방을

위해 오류에서

배우기

오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료인이 오류

로부터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이해

해야 한다. 빠뜨림(slip), 착오(lapse), 실

수 등의 정의를 이해하고 규칙위반

(violence), 근접오류, 사후과인확신 편향

(hindsight dias)등의 개념과 의미해 대해

파악해야 함. 위해사건 분석에 참여하여

시스템적으로 분석해보고 오류를 줄이

는 전략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강의,

소그룹토의,

오류 관찰

일지,

사례연구,

미디어 사례

활용, 전문가

초청

6.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안전에 해가 되

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수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상급

자나 다른 의료진에게 언제 어떻게 도

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강의,

패널토의,

소그룹토의,

시뮬레이션,

관찰

7. 케어 개선을

위한 질 향상 기법

향상의 원칙을 이해하고 질 향상에 사

용하는 기본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질 향상을

위해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로서 흐름도

상호작용

강의,

패널토의,

소그룹 토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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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환자안전가이드는 전 세계 환자안전교육에서 통용되고 활용되고 있으

므로(노혜린, 2019) WHO에서 제시하는 환자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11가

지 주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 1은 ‘환자안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위해 사건의 발생과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건으로부터 회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환

자안전 원칙과 역할을 제시한다. 주제 2는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 적용하는 것

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인적요인(Human Fator)’에 대해 이해하고 인

(flow charts), 원인과 결과 다이어그램

(fishbone diagram), 파레토 차트(Pareto

chart), 런 차트(run chart)등이 있다.

프로젝트

8.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학생들은 환자나 보호자와 동반자적 관

계를 맺고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와 치

료결정에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하며 진

료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환자의 불만을 존중하는 마음과 개방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강의,

소그룹토의

시뮬레이션,

역랑극,

편지작성,

사례연구,

관찰

9. 감염예방과

관리

(감염)

3가지 핵심 주제로서 감염, 침습술기,

투약오류의 예방과 관리를 들 수 있다.

감염에서는 감염 예방방법, 보호복과 장

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 처리, 손 위

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패널토의,

소그룹토의,

PBL. 관찰

10.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침습술기)

침습술기에서는 잘못된 환자, 잘못된 부

위, 잘못된 시술오류를 피하기 위해 환

자 확인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도

움이 되는 기술인 타임아웃, 브리핑과

디브리핑 등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작용

강의,

패널토의,

소그룹 토의,

시뮬레이션,

역할극

11. 약물안전

향상(투약오류)

투약오류가 발생하는 흔한 원인들을 살

펴보고 약물 처방과 투여에 있어 오류

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강의,

소그룹토의,

PBL, 워크숍,

프로젝트,

역할극,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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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인과 환자안전의 관계를 알아본다. 주제 3에서는 ‘환자 케어에서 시스템과 복

잡성의 영향 이해하기’를 주제로 시스템적 사고가 ‘어떻게 보건 의료를 향상시키

고 위해 사건을 최소화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주제 1부터 3까지는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며 환자안전의 중요성과 시스템적인 사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친다.

주제 4는 ‘효과적인 팀원 되기’를 주제로 팀워크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내

용을 다룬다. 팀워크의 중요성 및 효과적인 팀의 특성, 팀에서 환자의 역할 등에

대해 학습한다. 주제 5는 ‘오류로부터 배우기’를 주제로 실시되는데 오류, 위반,

근접오류 등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오류로부터 학습하는 방식을 습득하

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연습한다. 주제 6은 ‘임상 위험의 이해와 관리’ 파

트로 실제 근무 현장에서의 위험과 위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보관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르고, 위해사건 발생 시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운

다. 주제 7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의 원칙과 질 향상을 위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한다. 주제 8은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를 주제로 의료 파트너로서의

환자와 보호자를 이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주제 9는 ‘감

염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감염의 주요 원인과 유형, 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주제 10에서는 ‘환자안전과 침습적 절차’를 주제로 하

여 잘못된 환자, 잘못된 부위, 잘못된 술기 오류를 피하기 위한 확인과정의 준수

와 관련된 원칙에 대해 학습하고, 위험과 오류를 감소시키는 수술 기법을 학습하

며, 수술 및 침습 술기와 관련한 위해 사건의 주요 유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

하고 환자확인에 관련된 절차적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주제 11

의 경우는 ‘약물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투약 안전 및 약물안전을 위한 행동에 대

한 학습과 투약오류의 규모, 발생 과정,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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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국내 환자안전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정효선, 2019), 간호사 대상 사례기반 학습을 적용한 환

자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이은혜, 2017), 간호사 대상 환자안전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효과(최선주, 2014) 등이 있다. 그 중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여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는 총 4

개 대학으로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제대학교였다(노혜린, 2019).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08년부터 WHO Patient Safety Curriculum

for Medical Schools를 기반으로 본과 2학년과 3학년을 대상 환자안전교육을 시

범 실시 하였다(이영미, 2009). 2학년의 경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효과적인

팀 협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3학년의 경우 4시간 분량으로 환자

안전의 개념, 인간요소와 시스템 접근, 오류 보고 하기 주제를 다루었다. 교육방

법으로는 사례토론, 강의, RCA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노혜린 등(2010)은 강원대학교 외과 실습에서 의료오류 예방 및 관리 능력 개

발을 위한 환자안전교육을 개발 및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4주간 외과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해당 학습자들은 2학년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면담술과 의료윤리,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과 원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다. 총 50명의 학생들

을 무작위로 4개 조로 나누었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수업을 실시하

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통제집단인 1조는 사전평가와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

없이 실습을 하였고, 2조(사전평가집단)는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 없이 사전 평가

만 하였으며, 3조(교육집단)는 사전평가를 하지 않고 환자안전교육만 하였고, 4조

(병행집단)는 사전평가와 환자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외과 전문의 5인 및 전공의 3인의 자문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다음 일곱 가지의

학습 목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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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자안전교육 학습 목표

1 외과 사례에서 환자안전에 문제가 되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2 외과 환자안전에서 예방 가능한 문제점들을 추출할 수 있다.

3 외과 환자안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4 외과 환자안전에 바람직한 행동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신이 저지르거나 관찰한 의료 오류를 상급자에게 정직하게 전하

거나 되먹임 할 수 있다.

6
환자의 상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

다.

7
의료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환자, 보호자 교육을 표준화 환자나 표

준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표 Ⅱ-15] 강원대학교 환자안전교육 학습목표

수업이 진행되는 4주 중 1주차는 환자안전에 대한 개념 정리와 사례토의 수업

을 총 8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2주차에는 환자안전교육 실습을 역할놀이를 통

해 총 4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3, 4주차에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고

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각각 4시간씩 가졌다. 평가방법으로 학습목표의 첫 번째부

터 네 번째까지인 추론 능력은 논술시험, 구술시험, 진료수행평가, 다면평가 방법

등을 활용하였고, 다섯 번째 학습 목표인 오류보고기술은 다면평가와 의료오류보

고 관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학습목표인 의사소통기술과

환자교육기술은 진료수행평가와 다면평가를 통해 평가하였다. 개발한 사례의 주

제는 환자관리, 투약오류, 창상 합병증, 수술 합병증, 진단 부정확, 치료 오류, 기

술과 관련 없는 의료 오류 등 8가지로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사전평가의 효과는 추론능력, 실세계 의료 오류 보고, 실 세계 의사소

통 부분에서 통제집단보다 사전평가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병행집단은 교육

집단보다 추론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교육과 사전 평가를 실시한

병행집단은 사전 평가만 실시한 집단에 비해 추론능력, 환자 교육, 의료오류보고

기술에서 점수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사전 평가에 의해 추론능력이 향상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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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교육에 의한 효과보다는 낮았으며, 4주간 교육으로 추론능력, 환자교육, 의

료 오류 보고기술 등에서 효과를 보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운영된 환

자안전교육 이외에도 외과 의료 오류 예방을 위해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승희와 동료들(2013)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환자안전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의학교육, 내과, 예

방의학, 의료관리학, 간호학 분야, 환자안전 강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

성하였으며, 내용적 배경은 WHO의 환자안전 교육 가이드를 참고하였다. 먼저

환자안전교육의 전반적인 요구를 분석하고,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학습 목표

를 설정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7가지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환자안전의 개념, 시

스템적 사고, 인적요소의 이해, 팀워크, 오류에 대한 이해와 오류로부터 배우기,

위험을 다루기, 침습적 절차, 질향상 기법, 사례학습 등으로 WHO 교육과정 지침

에서 제시한 환자안전교육 주제와 매우 유사하였다. 활용된 교육방법으로는 상호

작용강의(interative lecture), 토론(discussion), 소그룹 디브리핑(small-group

debriefing)이 있었다.

노혜린 등(2015)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3일차 집

중 환자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보고하였다. 환자안전교육 실시 결과

학생들의 환자안전 태도가 시스템 기반 사고과정으로 변화하였고, 집단 책임감등

이 상승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의학교육과, 의료

인문학 전문가들이 모여 WHO 교육과정가이드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6가지 주제인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 오류의 원인과 질 향

상, 개인 관리와 의료 윤리, 팀워크와 오류보고, 환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의사소

통, 자주 일어나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교육 목표

1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의료사고 시 개인을 비난하기 보다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집단적인 책임에 대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

[표 Ⅱ-16] 인제대학교 환자안전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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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heme
Hou

rs
Contents

Teacning and

Learning material

1
Basic

Concepts
2

Ÿ Importance of patient safety

Ÿ Incidence of medical errors

Ÿ Definitions

Ÿ Blaming versus system

improvement

Ÿ Human factors

Ÿ System complexity

Interactive lecture

with video clips

2

Cause of

errors

and

quality

improvem

ent

4

Ÿ Frequent root causes

Ÿ System-based strategies

Ÿ modified root cause analysis

Ÿ Hospital patient safety systems

Ÿ Principles of quality

improvement

Ÿ Methods of quality improvement

Interactive lecture

with

demonstration,

discussion with

experts, small

group practice,

and debriefing

3

Self-regul

ation and

clerkship

ethics

3

Ÿ Frequent errors and unethical

behaviours of student physicians

Ÿ Managing human factors

Ÿ Attitudes and ethical behaviours

for student physicians

Interactive lecture

with case

discussion, small

group practice

and panel

discussion

4

Teamwork

and

error-repo

rting

3

Ÿ Importance of teamwork

Ÿ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s

Ÿ Diagnosing teams

Ÿ How to run and effective team

Ÿ Team communication

Ÿ Methods of conflict management

Ÿ Error-reporting techniques

Interactive lecture

with

demonstration,

small group

practice,

role-playing, and

debriefing

5

Communi

cation

with

patients

and

caregivers

3

Ÿ Importance of patient

participation

Ÿ Patient-centered practice

Ÿ Risk communication

Ÿ Informed consent

Interactive with

case discussion,

role-playing,

practice with

standardized

patient, and

debriefing

6 Frequent 6 Ÿ Infection Interactive lecture

[표 Ⅱ-17] 인제대학교 환자안전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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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제대학교는 환자안전교육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12개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효과성 측정에 활용한 12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issues
Ÿ Invasive procedures

Ÿ Medication

with case

discussion,

demonstration,

small group

practice, and

debriefing

No Index

1 Medical errors are rare

2 Everyone can make mistakes

3 Some errors are preventable

4 The causes of medical error are complex

5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system to prevent medical errors

6
If we obey the traditional customs of organization in everyday life, we

can reduce medical errors

7 Serious systematic flaws exist in the case of medical errors

8
If we improve an individual’s attention or capacity, we can prevent

medical errors

9 Medical errors are caused by a lack of individual capacity or attention

10
I can report my mistake to a senior doctor when I commit a medical

error

11 I can speak up about an error of my colleagues

12 I can speak up about an error of a senior doctor

[표 Ⅱ-18] 인제대학교 환자안전교육 학습자 대상 평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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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본 의학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역량

과 학습성과에 대해 제안한 결과물은 ‘2014 한국의 의사상’과 ‘기본의학교육 사람

과 사회 중심 학습성과’가 있다(노혜린, 2019). ‘2014 한국의 의사상’에 제시된 ‘한

국의 의사상’에는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교육과 연

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환자안전은 환자 진료의 세부역량으

로 기술되어 있다. 환자안전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대비책 강구,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약물의 부작

용 이해, 약물중독과 오남용 방지 노력, 환자안전 관련 상황 발생 시 적절한 후속

조치 실시를 제안하였다(Ahn, 2014; 노혜린, 2019).

구분 지침

1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연락과 응급처치를 하고 상황악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

다.

3
약물의 상호작용은 물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교육하고, 약물 중독과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환자안전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

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Ⅱ-19] <2014 한국의 의사상>에서 제시한 환자안전 실천 지침

‘기본의학교육 ;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 성과’에서 제안한 기본의학교육의 학습

성과를 사람과 질병, 자기 성찰과 계발, 환자안전, 소통과 협력, 의사와 윤리, 의사

와 법, 의사와 사회, 전문직업성 등 8개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환자안전

은 6개의 최종 학습 성과와 34개의 실행학습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학습

성과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 인적 요인관리, 시스템 전략, 팀워크, 환자

와 가족의 참여, 흔한 환자안전사건의 예방과 대처 등이 있다(Ki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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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혜린, 2019). 그 중 ‘환자안전’영역의 학습 성과로는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인적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 ‘의료 오류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전략을 수행할 수 있

다.’, ‘환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와 가족이 진료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진료현장에서 흔한 의료 오류의 예방과 대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를 제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교육 과정 지침을 기준으로, 유럽의학교육학회, 존스 홉킨스 대

학, 일리노이 대학, 서울대학교 그리고 인제대학교의 환자안전교육의 내용을 비교

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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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의학교육학회

(AMEE)
존스홉킨스대학 일리노이 대학 서울대학교 인제대학교

주제 1. 환자안전이란?

Increase knowledge of

patient safety, including

the causes and

frequency

Develop willingness to

take responsibility
The science of safety

의료오류와사고의역사 What is patient safety?

Importance of patient

safety

Incidence of medical

errors

주제 2. 환자안전에서

인적요인을적용하는것이왜

중요한가?

Develop self-awareness

of the situations when

patient safetyis

compromised

오류과학, 오류관리,

인적요인과학

What is human factor

and why is it important

to patient safety?

주제 3. 환자케어에서

시스템과복잡성의영향

이해하기

A systems perspective

of medication errors

건강관리마이크로

시스템

정보학, 전자의무기록,

건강관리테크놀로지

Understanding systems

and the impact of

complexity on patient

care

System complexity

Frequent root cause

analysis

Hospital patent safety

systems

주제 4. 효과적인팀원되기

Develop communication

skills, especially

inter-personal

Develop team-working

skills

Measuring safety and

teamwork culture

Teamwork and

communication:

Situational

 awareness, structured

communication

학제간, 직종간

팀워크기술

의사소통기술

Being an effective team

player

Importance of teamwork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s

Diagnosing team

Team communication

Meathods of conflict

management

[표 Ⅱ-22] 환자안전교육 내용 기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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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위해예방을위해

오류에서배우기

Develop skills in

root-cause analysis
Investigating a defect 오류공개와보고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errors.

Error reporting

techniques

주제 6. 임상위험의이해와

관리

Develop skills in safe

prescribing and

procedures

Develop skills in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errors, in both

doctors and patients

위험관리와근본원인

분석

성과측정과지속적질

향상

Understanding and

managing clinical risk
Risk communication

주제 7. 케어개선을위한질

향상기법

Medical and surgical

briefings and debriefings

Measur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시간과스트레스관리
Introduction to quality

improvement methods

principle of quality

improvement

Frequent errors and

unethical behaviours of

student physicians

주제 8. 환자와보호자의참여

Develop skills to

empower patients to

have involvement in

patient safety

Engaging with patients

and careers

Importance of patient

participation

Patient centered practice

주제 9. 감염예방과관리 Infection
주제 10. 환자안전과침습적

절차

Patient safety and

invasive procedures
Invasive procedure

주제 11. 약물안전향상 투약관련
Introduction to

medication safety
Medication

기타

Disclosing adverse

events to patient and

families

Case discussion informed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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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 개발

가.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한 환자안전교육

기존의 환자안전교육방법으로 강의, 사례 비디오 분석 및 토론, 패널 토의, 역

할극, 시연, 모의환자면담, 조별발표 등을 사용하였다(이영미, 2009). 그 중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환자안전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활용 하거나 소그룹 토론 활동을

통해 교육하는 방식이 환자안전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다(노혜린,

2019).

WHO의 환자안전교육과정지침(2009)에서는 사례를 활용한 환자안전교육의 효

과성을 바탕으로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사례기반학습 도입의 가능성과 방법론 그리

고 예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자안전교육에서의 사례

연구는 어떤 일을 잘못한 경우(부정적 경험에서 학습)또는 일을 잘한 경우(긍정

적 경험에서 학습)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료로써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해 볼 때, 성공사례보

다 실패사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높은 효과가 있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Tawfik & Jonassen, 2013).

하지만 환자안전교육에서 사례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에서

사례를 개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학교육이라는 특수한 맥락

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실행이 강조되는 교육 내용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환자안전교육에서 사례를 개발할 때 고려

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구분 원칙

1 근무환경과 주제와의 관련성을 확보하라.

2 주제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라.

[표 Ⅱ-21] WHO 환자안전교육의 사례 개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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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네 번째 원칙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례는 학생들과 의료인에게 친숙한 것

으로 개발해야 학생들의 학습 전이가 높아져 교육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환자안전교육에서 사례를 개발할 때 학생들이 관심 있는 예시나 학생

들과 관련이 있게 될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업 내용이 환

자 옹호에 관한 것이라면 경력 많은 실무자가 병원 관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보다는, 학생 자신이 경력 많은 실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예시를 활용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는 더 큰 학습 동기로 이어져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과정지침에 있는 사례를 수정해서 사용할 경우 이미 개발

된 사례를 분석하여, 사례를 교육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맥락을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는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가족이 있거나

없을 수도, 지방이나 도시에서 온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사례를 맥락에 맞게 개발

한 후 동료들의 평가를 통해 사례 내의 환경 설정이 적절한지 검토를 받을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환자안전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

법 중 하나로 ‘사례토의’를 제안하였다. 사례토의는 주로 한 그룹의 학생들이 강사

와 함께 임상 사례를 토론하는 것이다. 사례토의는 환자안전 원칙을 설명하기 위

해 실제 있었던 사례나 만들어진 사례를 활용할 수 있고, 맥락화(contextulaized)

를 통해 개념들을 쉽게 습득하고 배운 내용을 현실과 연관 지어 생각하도록 돕는

다. 또한 근무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들을 현실 상황과 연결 지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례기반학습에서는 사례의 개발이 비현실적이거나 미흡할 시 학생들이 적극적으

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지속적으로 촉진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사례가 지나치게 비구

조화 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은 경우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

의 해야 한다.

3

병원에 있는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과 의사, 그 밖의 보건

인에게 사례를 요청하거나 교육과정지침서를 참고해 환자안전교

육을 위한 사례를 개발하라.

4
학습목표에서 규정된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실제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개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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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에서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안전교육에 사례기반학습을 도

입 하였을 때 실시했을 때 학습 효과가 상승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Aboumatar

와 동료들(2012)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일 차로 구성된 환자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사례기반학습, 소그룹 활동, 롤 플레이 및 시뮬레이션의 방

법을 사용 개발하였는데, 학습자의 환자안전 지식, 기능 및 자기효능감 등이 상승

하였다.

정효선과 김성희(2019)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모의상황을 활용한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모의상황은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형태로 개발되었다. 교육의 형태는 ppt를 활용한 이론 교육과 시나리오

를 활용한 모의상황운영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20분간 진행되

어 총 40분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후의 환자안전 지식, 수행,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정연이(2015)는 입원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례 별로 환자안전교육의 일부

인 낙상예방교육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낙상 사고 사례 별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개발하여 8가지 사례를 도출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3일차로 구성된 교육은 사례를 중심으로 일대일 개별교육 형

태로 진행되었으며, 사례 제시의 방법으로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였

다. 결과적으로 사례별 낙상 예방교육은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으로 낙상관련 지식, 기능,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낙상 관련 사례 개발은 2006

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역 소재 종합병원 2곳에 대하여 총 90건을 분석하여

상황을 추출하였다.

이은혜(2017)는 간호대학에서 사례기반 학습을 적용한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교육목표를 환자안전에 대한 개념 및 안전

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로 설정하고, 강의식으로 교육을 한 뒤 오류 사례분석 방법

에 대해 교수한 후 사례를 제공하여 근본원인분석을 실습하였다. 이때, 학습자가

경험한 사례를 토의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는 사례기반학습이 이

루어졌으며 이후에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액션플랜 형태로

도출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군 12명, 대조군 12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실험군에 100분간 1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사전-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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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Speak up’기술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오류 사례를 제시하고 오류로부터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환자안전 역량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정미은과 박형숙(2015)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례기반학습을 실시하여 임

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에게 제공된 사례기반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의사결정능력과 간호

수행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특히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사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임상 실습 시 실무 적용 능력

을 향상 시켰다.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임상실습에 있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사례기반학습 시나리오를 통해 교육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경험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의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 개발

사례기반학습은 학습자 중심 수업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문제해결력과 과

제수행도 향상을 촉발하는 교육방법이라는 점에서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프로그

램에 적합한 교육방법이다. 의과대학생과 수련의를 바탕으로 2009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연구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노혜린, 2019)에

따르면, 사례기반학습이 7건(27%)로 분석되었다. 사례기반학습은 현재 의과대학

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방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를 유지

시킬 수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분석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사례를 통한 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사례기반학습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나현, 2015). 그러나 의과대학

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 중심으로 학습모형이 개발된 사례는 드물며, 존재하는 모

형들의 경우에도 의과대학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환자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교육과는 다른 내용적 특수성 때

문에 기존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례기반학습의 효과성을 충

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수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

례기반학습의 학습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례기반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에 따라 토론식 수업의 효과가 크지



- 55 -

않을 수 있고, 학생의 사전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례 분석 실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례기반학습 중심의 환자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례기반학습에서 다루

어지는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의료 상황을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루기 때문

에 현장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도, 학생 의사부터 레지던트까지 학습자의

상이한 사전지식 수준으로 인해 학생 스스로 사례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더해, 환자안전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실제성이 중시되기 중시된다. 환자

안전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실제 의료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것을 가정한 후 현장

에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학생 의사의

수준에서는 의료 시스템 전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 오류에 대한 분

석이 쉽지 않으며, 환자안전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전략 도출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학생들끼리 토론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결론을 이끌

어 내는 상황을 경계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학생이 실습하게 될 병원에 ‘적용 가

능한’ 결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사례기반학습에서는 환자안전교육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

이 학생들의 사전지식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으로 의료 사례

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사례를 수업 중에 활용할 때에도 현장과의

연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수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이

러한 교수자의 개입을 체계적이고 상세히 안내하는 학습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사례기반 학습모형은 의학교육 맥락에서만 구체화 되어 있으며, 단

계별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단순히 ‘결론 제시’ 단계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되어있기 때문에 환자안전교육에서 기존의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학습 중심 의과

대학 환자안전교육에 대하여 교수자의 깊은 수준의 개입을 반영하고, 학생의 실

제 의료 지식을 적용할 환경을 고려하며, 결론의 실제성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시말해,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교육과 의학교육맥락

에 맞는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도출하고, 개발된 학습모형에 근거한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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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기반학습에 근거한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을 체계적으

로 개발하고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설계 후 실행을 함으로써, 개발된 모형의 타당

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초기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3차에 절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모형의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모형의 강점과 약점, 개선방안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수집

하여 개선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후 내적 타당화와 외적 타당

화 과정을 거친 수정된 학습모형에 대하여 전문가 타당화를 1회 더 실시하여 보

다 실제적이고 완성도 있는 학습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ology)(Richey & Klein, 2005)을 사용하였다.

설계·개발연구 방법론은 교수설계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법 중

하나로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기존의 실천을 탐구하고 타당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Richey & Klein, 2014). 설계·개발연구는 ‘교수적 또는 비교

수적 산출물 및 도구, 그리고 그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혹은 개선된) 모형의 생성

에 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발, 평가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정의된다. 설계·개발연구는 산출물 및 도구 연구(product and tools

research)와 모형연구(model research)의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산출물 및

도구 연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설계와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맥락 의존적인 특징을 가진다. 반면 모형연구는 설계와 개발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의 분석을 지향하며 이에 따라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러한 모형연구는 단순히 ‘모형 개발’ 뿐만 아니라 설계원리, 설계전략, 설계

지침 등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Richey & Klein, 2005).

본 연구에서는 설계·개발 연구의 두 가지 유형 중 유형 2의 모형연구를 활용하

였다. 이러한 모형연구는 포괄적 모형 및 구성요소에 대한 개발과정을 보여주며

모형을 사용하고 타당화 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화된 모형과 교수전략 등의 산출

물을 도출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형연구 방법론으로

는 사례 연구, 델파이 기법, 심층면담, 문헌검토, 설문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

다(한형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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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과대학 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을 도입하여 환자안전교육을 실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학습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형 연

구 중 모형 개발 연구와 모형 타당화 연구를 실행하였다. 모형 개발 연구에서 사

용하는 연구방법에는 사례연구, 델파이기법, 전문가 심층면담, 문헌 검토, 조사연

구, 소리내어 말하기(think aloud), 구성요소 변임 탐색 등의 연구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모형 타당화 연구에서는 실험, 설문, 전문가 검토, 심층 면담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양적 연구기법 보다는 질적 연구기법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Richey & Klein, 2005). 그 이유는 실제 설계·개발의 과정이 실제

세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성욱, 2016).

본 연구에서는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에 따라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의과대학

유형

내용

산출물 및

도구 연구(유형1)

모형 연구

(유형2)

탐색주제

포괄적인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

모형 개발 : 포괄적 모형

및 구성요소 과정 개발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계 :

분석, 설계, 개발, 평가

모형 타당화 : 내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

도구의 설계 및 개발 : 도구

개발, 도구 사용
모형 사용

강조

특정 산출물 및 도구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모형 사용 연구

결과

특정 산출물의 개발과

그것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얻은

교훈

새로운 설계, 개발 절차나

모형, 그것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건들

결론 맥락, 특수적인 결론 일반적인 결론

[표 Ⅲ-1] 설계⦁개발연구의 유형(Richey & Kle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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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 관련 프레임 워크와

학습모형을 탐색하였다. 환자안전교육에 사례기반학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고려하여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와 한 차

례에 걸친 수업 적용을 통해 전문가, 교수자,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과대학의 환자안전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사

례기반 학습모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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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의과대학 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수업을 실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가장 먼저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 모형의 구

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기 모형과 초기 실행지침을 개

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참여자 모집문건과 연구 참여자용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W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자발적 연구 참여자

를 모집하였다.

선행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초기 모형에 대하여 3번의 전문가 타당화

를 통해 내적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는 의학교육전공 박사 2

인과 교육공학전공 박사 2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개발된 모형과 실행지침

에 대하여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보편성을 확인하는 설문과 심

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확인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

형 및 실행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차 모형과 실행지침이 도

출되었다.

다음으로 외적 타당화를 실시하였는데, 개발된 3차 모형 및 실행지침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1인이 교수설계자로 참여하여 의과대

학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 교수-학습지도안

을 개발하고 수업을 실행하였다. 총 3회의 수업이 다른 학습자 집단에 대

하여 실시되었다. 수업 후 29명의 학습자와 수업을 진행한 교수설계자에

대하여 수업 만족도 설문과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

로 4차 모형과 실행지침을 개선한 5차 모형 및 5차 실행지침이 도출되었

다. 5차 모형 및 실행지침을 검토한 후, 형성적 수정을 목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통해 전문가 타당화를 최종적으로 1회 더 실시하여, 전문가 의

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 학습모형 및 실행지침을 개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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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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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및 도구

가.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20년 익산의 W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본과

3학년 학생 29인과 교수 1인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2020년 상반기 실시 된 W

의과대학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특별강좌를 통해 수업이 이루어졌다.

본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본과 3학년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단계

가 끝나 전공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며, 해당 학년부터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교육이 누구보다 긴급하고 절실하며, 임상

실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교육공학 박사 출신으로 12년간의 교수설계 경력과 6년의 의학교육 현

장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수업 실시 전 본 연구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학생들

에게 실험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였으며, 서

면으로 연구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자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

공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사

례기반 환자안전교육의 설계와 수업실행을 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

발된 환자안전교육 모형에 기반하여 설계된 수업을 수강하도록 한 후 반응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나. 연구도구

본 연구는 초기 학습모형 및 실행지침 도출을 위하여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 개

발 사례 및 모형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개발된 학습모형 및 실행지침의 타

당화를 위한 연구도구로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 학습자 대상 수업 반응평가 설문

지 및 면담 질문지, 교수자 대상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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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

전문가 타당화에 사용한 검사지는 나일주와 정현미(2001)의 평가 문항을 본 연

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보

편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각 영역 별로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

였다. 수정 및 개선사항의 경우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전문의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validity index, CVI)와 평

가자 간의 일치도 지수(Inter-rater-agreement,IRA)를 분석 하였다. CVI는 항

목의 내용타당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IRA는 평가자 간에 일치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CVI는 해당항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 평가자의 수를 전체 평가자

의 수로 나눈 값으로서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호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냄으로써 항목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Grant &

Davis, 1997). IRA는 평가자 간 평가가 일치하는 항목수를 전체항목수로 나눈

값으로 평가 신뢰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평가자가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한 문

항이 10개 문항중 8문항이라면, IRA값은 0.8점이 된다. 이론적으로 CVI와 IRA

각각 .80을 넘으면 내용적 타당성과 전문가 평가의 신뢰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Grant & Davis, 1997). 타당화에 대한 평가 문항은 아래 <표 Ⅲ-3> 와

같다.

[표 Ⅲ-2] 모형 및 실행지침에 대한 전문가 검토 항목

항목 설명

설명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

야 할 내용 및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

야 할 내용 및 요소로써 타당하다.

유용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

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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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대상 수업 반응평가 설문지

학습자 대상 수업 반응 설문지는 사례기반학습 중심의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

학습모형을 중심으로 개발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항목 별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단답형 문항 8개와 개방형 질문 1개를 제시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교육

종료 후 즉시 실행하였다.

3) 교수자 대상 수업 반응평가 및 면담 질문지

교수자 대상 수업 반응평가 설문지는 실제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교육을 설계한 경험을 토대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4점 척도로 구성된

객관식 문항과 모형의 장점, 단점, 개선점을 작성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

다.

4) 학습자 대상 면담 질문지

학습자 대상 면담 질문지는 본 학습모형의 장점, 단점,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

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과거 환자안전교육 이수 경험, 사례를 활용한 환

자안전교육의 장점과 어려웠던 점, 본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세부 문항을 개발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

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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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가. 선행문헌검토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고찰은

RISS(http://riss.kr), 구글 스칼라(http://scholar.google.co.kr),

KISS(http://kiss.kstudy.com/) 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키워드로는 ‘환자안전교육’, ‘사례기반학습’, ‘의학교

육 사례기반학습’,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자안전’, ‘사례기반학습 프로

그램’ 등을 활용하였다. 주로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 및 개발 사례’와 ‘사례기반

학습을 적용한 학습모형’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나. 학습모형 내적 타당화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에 대한 내적 타당화를 위하

여 교육공학전문가와 의학교육전문가 총 4인에게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의 수는 최소 3명에서 10명 정도가 적절하다(Rubio,

Berg-Weger, Tebb, Lee, & Rauch, 2003). 전문가 선정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

위 소지자로서 본 연구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실적이 있

는 자(연은경, 2013; Grant & Davis, 1997)로 한정하였으며, 현업에서 8년 이상

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주제와 관련되어 학습모형 개발 또는 의학교육 교수설계

경험이 있는 현직 전문가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

가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보는 <표 Ⅲ-4>와 같다.

전문가 타당화는 총 4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과 면담 기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을 통해서는 학습모형 전반에 대해 모형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보편성에 대하여 각 영역 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단계 별 실행지침의

타당성 또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정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면담 질문으로는

개발된 학습모형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이 주를 이루었고, 그 밖의 추가 질문

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의 구체적인 항목으

로는 모형의 절차적 적절성, 환자안전교육 내용적 적절성 등이 있었다. 전문가 타

당화에 사용한 평가지는 나일주와 정현미(2011)의 평가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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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하였다.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보편성, 기타의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다. 학습모형 외적 타당화

문헌고찰을 통해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

제 수업설계에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교수자는 W의과대학의 교수이며, 개

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1차시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에는 5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2주가 소요 되었다. 외적 타당화를 위한 수업 참여

자는 교수자 1인 학습자 29인이었다. 교수자는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의

학교육분야의 교수설계 및 수업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학생은 의과대학 본과 3

학년 생이고 연구 참여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이 없는 자로서 모두 사전에

연구 동의서를 활용하여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

구의 목적과 과정, 자료수집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익명성 보장, 그리고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의 연구

참여 전문가 프로필
타당화

참여단계

구분 직업 경력
최종

학력
전문분야 1차 2차 3차 4차

A 교수 15 박사 의학교육, 교육공학 ● ● ● ●

B 교수 13 박사 의학교육, 응급의학 ● ● ● ●

C
연구

교수
10 박사

교육공학, 이러닝,

온-오프연계

교수설계

● ● ● ●

D 연구원 8 박사 교육공학 ● ● ● ●

[표 Ⅲ-3] 참여 전문가 프로필 및 타당화 참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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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수업 실행이 이루어진 후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진행하였

다. 먼저 교수자 대상 설문지는 4점 척도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의

경우 학습모형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임철일과 연은경(2009)의 자료수집 질문

문항을 참고하여 4점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자 대상 설문지도

마찬가지로 실시된 학습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4점 척도로 개발해 사용하였다. 학습자와 교수자 면담의 경우 수업 실행 후 장점,

단점, 개선점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 문항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전문가 타당화는 4점 척도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문항별 응답

의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평가자 간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사용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일반적으로

0.80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Davis, 1998). 평가자 간 일치도 또한

일반적으로 0.80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ubio et al., 2003).

수업 이후에 학습모형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4점 척도 설문지를 분석하였

다. 설문 이후 연속하여 실행된 교수자, 학습자 면담의 경우 질적 분석을 활용하

였다. 면담 별로 면담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수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1명
교수설계 및 수업 경력 12년

학습자 의과대학 학생 29명 본과 3학년

[표 Ⅲ-4] 외적 타당화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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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본 연구는 의과대학 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환자안전교육을 실시

하는 데 있어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

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분석을 종합하여 최적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 그 목

적을 둔다. 연구는 네 단계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 첫째,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

기 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도출된 초기 모형에 대해 교육공학 전문가와 의학교

육 전문가에게 타당화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셋째, 수정된

학습모형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수업에 적용한 뒤,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평가를 실시하였다. 넷째, 반응평가를 바탕으로 학습모형

을 수정 보완한 후 최종 타당화 과정을 거쳐 학습모형이 완성되었다. 연구결과 도

출된 학습모형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모형 개발

가. 선행문헌검토를 통한 초기 학습모형 및 실행지침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구인

하기 위해 선행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선행문헌에서는 사례기반학습의 절차 및

설계원리, 환자안전교육의 구성요소 및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을

통해 사례기반학습의 절차를 먼저 도출하고 환자안전교육에 필수적인 요인을 적

용하여 구성하여 초기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초기 학습모형은 <그림 Ⅳ-1>과 같으며, 이에 대

한 실행지침은 <표 Ⅳ-1>와 같다.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 개발 시 고려한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의사의 사전지식 수준이 상이한 경우에도 수업 설계

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례기반학습의

결론 도출 단계에서 의료현장을 충분히 고려한 실제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사례기반학습과 달리 교사가 모든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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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사례기반학습을 위한 환자안전교육

초기 모형은 환자안전 문제와 사례제시하기, 환자안전 사례분석, 공유하기, 원칙

화하기, 성찰하기의 5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별 세부 절차를 포함한다. 먼저

문제와 사례제시 단계에서는 동기부여, 학습목표제시, 문제제시, 사례제시가 포함

된다. 수업 초반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환자안전교육의 학습 목표를 제시

하여 학습자가 수업 준비를 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으로 학습자에게 ‘문제제시’와 ‘사례제시’를 한다. 사전에 선정한 감염 및 투약오

류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사례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한다. 이때 학생들이

사례 시나리오를 사전지식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례분석으로 사례분석 틀을 제공하여 사례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사례를 읽도록 하기 전에, 사례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환자 관점에서 규명된 핵심 이슈가 무엇인

지 확인하기, 환자안전 실천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등이 있다. 이러

한 분석 틀을 중심으로 사례 시나리오를 읽으며 사례 시나리오를 단계 별로 분리

하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 번째 단계인 문제 적용하기에서는 학습자에게 수업 초반에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 후, 구체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별 토의를 통해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앞선 사

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해결책이 갖는 기대효

과, 해결책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 의사가 생각하기 힘든

요인의 경우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첨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의료상황에 일반화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도출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의료 상황과 연관 지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해 보는

단계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과 관련하여 이 사례를 통해 배

울 점은 무엇인지, 의료 현장에서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

해보며 추후 의사로써 활동할 때 필요한 실행 지식들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단계는 성찰 및 공유하기로 조별로 실시한 사례분석의 결과와 도출한

해결책, 그리고 결론을 공유하고 개별 성찰문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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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사례분석 결과와 해결책, 결론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교수자와 동료학습자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반성적 진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때 교수자

는 개방형 질문이 포함된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사례학습을 통

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설문을 제공하여 성찰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림 Ⅳ-1] 초기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모형



- 70 -

절차

(단계)
세부단계 지침 참고문헌

1. 문

제 와

사 례

제시

① 동기

부여하기

② 학습

목표제시

하기

③ 문제

제시하기

④ 사례

제시하기

① 동기부여하기 : 학습자의 주의

를 환기시키라

- 학습자가 사례분석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자료를

제시하고, 학습 안내를 제공하라 Ÿ 사례를 통해

문제 만나기

(곽호숙, 2009)

Ÿ 관련자료 학

습 후 사례

다시읽기(김동

열, 2003)

Ÿ 사례읽기(김동

열, 2003)

Ÿ 문제제시 (김

용삼, 2007)

Ÿ 도입 (김정아,

2015)

Ÿ 사례제시(김정

아, 2015)

Ÿ 사례제시(임철

일, 2006)

② 학습목표 제시하기 : 학습자에

게 학습 목표를 제시하라

- 학습자가 사례분석을 통해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한 문

장으로 제시하라
③ 문제제시하기 : 학습자가 해결

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라

감염 예방과 관리의 방법, 투약오

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침습적

절차란 무엇인가와 같은 환자안

전을 이루기 위한 포괄적인 질문

을 제시하라
④ 사례제시하기 : 문제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라

문제와 관련된 상황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라

사례를 제시할 때에는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사례를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2. 사

례 분

석

① 사례

분석 틀

제공하기

② 사례

분석 유

도하기

① 사례분석 틀 제공하기 : 사례

분석 질문을 제공하라

사례 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환자의 관점에서 규명된 핵

심 이슈, 환자안전 실천 방안 등

으로 구성된 사례분석 틀을 학생

Ÿ 분석(김동열 ,

2003)

Ÿ 개별 사례분

석 (김정아,

2015)

Ÿ 사례분석(임철

[표 Ⅳ-1] 초기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 실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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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제공하라 일, 2006)

Ÿ 개별탐구(임철

일, 2006)

Ÿ 사례분석하기

(W i l l i a m s ,

2005)

Ÿ 사례분석하기

(Barton, 2008)

② 사례분석 유도하기 : 질문을

중심으로 사례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라

- 사례분석 틀을 중심으로 조별

논의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단

계별로 사례 분석을 하도록 유도

하라

3. 문

제 에

적 용

하기

① 문제

상기시키

기

② 문제

해결하기

① 문제 상기시키기하기 : 학습자

에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상기

시켜라

- 학생들로 하여금 사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시각적으

로 상기시켜라

Ÿ 문제 해결하

기 ( 곽 호 숙 ,

2009)

Ÿ 결론내리기(곽

호숙, 2009)

Ÿ 팀별활동(김정

아, 2015)

Ÿ 팀별활동(임철

일, 2006)

Ÿ 결론제시(임철

일, 2006)

Ÿ 협력학습(김동

열, 2003)

Ÿ 그룹 별 사례

분석(Williams,

B., 2005)

Ÿ 브레인스토밍

(Williams, B.,

2005)

Ÿ 분석결과 공

유 ( B a r t o n ,

2008),

Ÿ 토의를 통한

해답 수정

(Barton, 2005)

Ÿ 예비답안 세

우기(Bar ton ,

2008)

② 문제 해결하기 :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

도출하도록 유도하라

- 조별 토의를 통해 앞선 사례

분석의 가능한 해결책, 해결책이

갖는 기대효과, 해결책의 장점과

제약점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라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

을 경우 앞선 단계인 사례분석을

다시 시도하도록 하라

4. 일

반 화

① 의료

상 황 에

① 일반화하기 : 문제를 의료상황

에 일반화하도록 유도하라

Ÿ 일반화 적용

(김용삼, 2007)



- 72 -

2. 내적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도출된 초기학습모형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학습모

형에 대한 타당화 검토는 총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교육공학 전문가 2명, 의학

교육전문가 2명)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8년 이상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타

당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Ⅳ-2>와 같다.

하기
일반화하

기

- 학습자로 하여금 이 사례를 통

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의료 현

장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인지 등의 일반화된 지식을 정리

하도록 하라

Ÿ 일반화 및 특

정 상황에 적

용(Williams, B,

2005)

5. 성

찰 및

공 유

하기

① 분석

결과 공

유하기

② 성찰

문 작성

하기

① 분석결과 공유하기 : 분석 결

과를 공유하도록 하라

그룹별 최종 방안은 구성원들 간

의 합의 후에 발표하도록 하라

- 합의된 사례분석 결과에 대해

서로 피드백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관련하여 사례가 주는 교

훈을 정리하도록 하라

Ÿ 성찰하기 (김

근재,2019)

Ÿ 결과발표 및

토의(김정아,

2015)

Ÿ 과정 및 결과

평가(임철일,

2007)

Ÿ 분석결과 공

유 ( B a r t o n ,

2008)

Ÿ 의사결정 결

과 발표

(Barton, 2008)

Ÿ 성찰(김동열 ,

2003)

② 성찰문 작성하기 : 반성적 진

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라

-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라

- 학습자의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라

- 학습자의 개인적 지식의 변화

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라

- 자기평가, 동료평가 설문지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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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설명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 성, 이해

도의 5가지 준거에 따라 4점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

렇다, 4: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주관식 문항에 자유

롭게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V-3>은 전문가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

균, 표준편차, CVI와 IRA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영역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설명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

용 및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2.5 0.50 0.5

0
타당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

용 및 요소로써 타당하다.

2.5 0.50 0.5

유용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2.75 0.83 0.5

[표 Ⅳ-3] 초기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참여 전문가 프로필
타당화

내용구분 직업 경력
최종

학력
전문분야

A 교수 15 박사 의학교육, 교육공학
개발된

학습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설명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성, 이해도)

개발된 실행

지침에 대한

단계별 타당도

B 교수 13 박사 의학교육, 응급의학

C
연구

교수
10 박사

교육공학, 이러닝,

온-오프연계

교수설계

D 연구원 8 박사 교육공학

[표 Ⅳ-2] 전문가 타당화 참여자 프로필 및 타당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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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설명력(평균 2.5점), 타

당성(평균 2.5점), 유용성(평균 2.5점), 보편성(평균 2.5점), 이해도(평균 2.5점)의

모든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

발된 초기 학습모형이 환자안전교육에 활용되는 데 있어서 구체성과 보편성이 부

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VI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0.80 이하가 나타났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 지수인

IRA 지수도 0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IRA가 낮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학

습모형의 CVI가 낮은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학습모형

에 대한 타당도는 낮았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의학교육 맥락을 반영하며, 이해하

기 쉽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해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해 보편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2.75 0.83 0.5

이해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2.5 0.50 0.5

절차(단계) 개별절차 평균
표준편

차
CVI IRA

1. 문제와

사례제시

① 동기부여하기 3.5 0.87 0.75

0

② 학습목표 제시하기 3.25 0.83 0.75

③ 문제제시하기 3.25 0.83 0.75

➃ 사례제시하기 3.5 0.87 0.75

2. 사례분석 ① 사례분석 틀 제공하기 3.25 0.83 0.75

[표 Ⅳ-4] 초기 학습모형 개별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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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학습모형 개별 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동기부여(평균

2.75점), 학습 목표 제시(평균 3.00점), 문제제시(평균 3.00점), 사례제시(평균

2.75점), 사례분석 틀 제공(평균 3.25점), 사례분석 유도(평균 2.50점), 문제 상기

시키기(평균 2.50점), 문제 해결하기(평균 2.75점), 의료 상황에 일반화하기(평균

2.25점), 분석결과 공유하기(평균 2.75점), 성찰문 작성하기(평균 2.50점)으로 나

타났다. 학습목표 제시(평균 3.00점)와 사례분석 틀 제공하기(평균 3.25점)을 제

외하고는 모두 평균 2점 대로 낮은 점수대를 획득하였다. 점수가 비교적 낮은 이

유는 학습모형의 각 단계가 다른 단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의학교육에서

활용되기에 맥락 특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안

전교육을 실시하게 될 의학교육의 맥락이 더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모형의 각 단

계가 상호 배타성을 갖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학습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학습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과 타당화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

을 <표 IV-5>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한 2차

학습모형은 <그림 IV-2>와 같고 모형의 단계별 지침은 <표 IV-6>와 같다.

② 사례분석 유도하기 3.5 0.87 0.75

3. 문제에

적용하기

① 문제 상기시키기 3.5 0.87 0.75

② 문제 해결하기 3.25 0.83 0.75

4. 일반화하기 ① 의료상황에 일반화하기 2.75 0.83 0.5

5. 성찰 및

공유하기

① 분석결과 공유하기 3.5 0.87 0.75

② 성찰문 작성하기 3.5 0.87 0.75



- 76 -

항목 전문가 검토의견 수정사항

모형의 명료

화 및 재구조

화 필요

Ÿ 순서도를 모형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모형의 순서가 명확히 나

타날 수 있도록 화살표를

사용

Ÿ 단어의 명료성 확보 필요.

각 단계별 내용 구체화 필

요

Ÿ 순서도 형식을 수정하고, 모

형의 순서를 명확히 나태나

는 화살표를 활용

Ÿ 문제 상기시키기에서 어떻

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상기

시킬 것인지 지침 제공

지침의 구체

성 확보 및

명칭 정리 필

요

Ÿ 어떠한 사례를 제시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제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Ÿ 문제와 사례의 차이가 무

엇인지 기술 (학습목표, 문

제, 사례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함)

Ÿ 수업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사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

Ÿ 문제와 사례를 분류하여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

의학교육, 환

자안전교육의

특성 부각 필

요

Ÿ 기존의 사례기반학습과 차

별성이 적음

Ÿ 사용하는 용어가 의학교육

맥락에 맞지 않는 것이 있

음

Ÿ 환자안전교육만의 특성을

더욱 반영하여 의학교육적

특징이 드러나게 수정

Ÿ 환자안전교육에 적절한 사

례 유형을 활용

Ÿ 학습목표 제시가 아닌 ‘환자

안전원칙에 따른 학습목표

제시‘등으로 특성화

Ÿ 의료상황에 일반화한다는

용어가 적절치 않으므로, ‘원

칙화하기’표현으로 수정

활용하는 사

례의 종류 수

정

Ÿ 해외 사례보다는 국내 사

례를 사용하고, 오류사례

활용하는 것이 ‘오류로부터

배우는’ 환자안전교육의 취

지와 맞음

Ÿ 일반화하기 단계에서 일반

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례를 더 보여주고 토론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Ÿ 사례를 제시할 때, 국내 사

례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

Ÿ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사례

(오류사례)를 활용하여 팀

활동을 하도록 수정

Ÿ 일반화하기 단계에서 교수

자가 일반화를 도울 수 있

도록 추가 사례를 제시하도

[표 Ⅳ-5] 초기 학습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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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정

공유하기 순

서조정 필요

Ÿ 사례분석 이후, 문제에 적

용한 후 일반화로 바로 넘

어가지 않고, 공유하는 시

간을 한 번 더 마련하여,

학생들의 수행 수준을 점

검하는 것이 필요

Ÿ 근본원인 분석 이후 공유하

기 활동을 추가하여 중간점

검의 성격으로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공유하기 방

법으로써 발

표 대신 다른

방법 활용

Ÿ 한 명만 발표 시키면 긴장

감으로 발표를 서로 꺼리

게 될 수 있음.

Ÿ 현실적으로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모든 조가 발표하

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힘

들어 보임

Ÿ 큰 포스티잇이나 종이를 이

용해 조별로 내용을 정리하

고 공유하도록 함

Ÿ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른 조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교수가 정리

및 총평하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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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1. 사례개발하기
2. 환자안전

오류사례제시하기

3. 근본원인분석하기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하기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③ 환자안전오류사례제시

4. 공유하기

5. 원칙화하기

6. 성찰하기

8. 전시하기

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선

정하기

② 환자안전 사례 개발하기

③ 사례분석 틀 개발하기

① 문제현상 정의하기

② 문제 분석을 위한 흐름도 제작하기

③ 근본원인 규명하기

7. 사례종합하기

① 정리한 내용 게시하기

② 다른 조의 결과 확인하기

③ 교수자의 결과 종합하기

① 근본 원인을 토대로 오류사례에 대해

개선 전략 도출하기

② 환자안전사고 예방법 원칙화하기

① 조별로 예방법 정리하기

② 개인 성찰하기

① 오류사례로부터 학습한 내용 정리하기

② 의료현장에서 원칙 준수 상기시키기

③ 다음 차시 예고하기

① 학습 결과물 전시하기

[그림 Ⅳ-2]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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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세부단계 단계별 지침

1. 사례개발하기

① 환자안전

교육 주제 선

정하기

1.1. 학생들이 겪을 의료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주제를 선정하라

1.2. 환자안전교육 주제 ‘오류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주제를 선정하라

1.3. 예를 들면 투약오류, 침습적 절차, 감염 예방과 관리 등의 주제를 선정하라

② 환자안전

사례 개발하

기

1.4. 오류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가 아닌 실패 혹은 사고 사례를 활용하라

예시

및 해설

- 사례는 근접오류나 위해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

- 사례 개발 시에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의사 등 다

른 보건인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환자안전교육의 주제와 일치하는 사례를 개발한다.
1.5. 사례는 이해해기 용이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라

예시

및 해설

- 사례는 과거동사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 사례의 제목을 기술한다.

- 사례는 사건 발생의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다.

③ 사례분석

틀 개발하기

1.6. 환자의 관점에서 확인된 핵심 이슈, 본 사례의 맥락에서 환자안전 실천 방안, 사건

흐름도, 근본원인 분석 틀, 환자안전 개선 및 예방 실천 전략으로 구성된 사례분석을 위

한 학습지를 제작하라

2. 환자안전 오류

사례제시하기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

하기

2.1. 학습자가 사례분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자극자료를 제시

하라

예시

및 해설

-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영상 자료나 사진 등의 시각적으로 주의

를 환기할 수 있는 자극 자료를 제시한다.

본시 학습의 수업 진행 방식과 수업 주제에 대해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예를 들어 ‘감염 관리와 예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환자안전에 있어서 왜

[표 Ⅳ-6]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2차) 단계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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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인지와 관련된 영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해 준다.
2.2. 학습 주제와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감염 관리와 예방 방법’과 같이 학습 주제를 제시한다.

- 학습자가 사례분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한 문장으로 제시

한다.

학습자에게 오류사례분석을 통해 학습 목표를 이룰 것임을 안내한다.

학습목표를 칠판이나 스크린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명확한 문장으로 보여주

어 내용을 전달한다.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2.3. 사례분석을 위한 학습 조직을 구성하라
예시

및 해설

임상실습에서 활동하는 조에 따라 수업 내 소그룹을 구성 한다.

팀원 개인 별 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팀장, 서기 등)

③ 환자안전

오류 사례제

시

2.4. 주제와 관련된 사례 시나리오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에게 주제와 연관된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서면으로 사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두로 설명을 하여 학습자들의 인지부하

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라
2.5. 사례를 제시할 때에는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사례를 제공하면서 학습자에게 자신의 임상 경험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을 제공 한다.

예시 : “본 사례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주변 의료인의 경험과 연관 지어 생각

해 봅시다.”

3. 근본원인분석

하기

① 문제현상

정의하기

3.1. 환자의 관점에서 규명된 핵심 이슈, 환자안전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된 사례분석 틀

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오류사례분석에 도움을 주는 단계별 문항(환자의 관점에서 확인된 핵심 이슈,

본 사례의 맥락에서 환자안전 실천 방안, 사건 흐름도, 근본원인 분석 틀, 환자

안전 개선 및 예방 실천 전략)으로 구성된 학습자료(학습지)를 제공한다.

학습자에게 사례 자체와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질문을 유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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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부연설명을 해 준다.
3.2. 문제가 왜(Why) 일어났는지가 아닌, 무슨 일(What)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두고 문제

현상을 정의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오류사례를 읽고,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

는지’ 적어보도록 유도한다.

‘누가’ 문제를 발생시켰는지가 아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문제현

상을 정의하도록 지도한다.
3.3. 시간에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 발생 순서도를 작성하라

예시

및 해설

- ‘시간에 흐름’에 따라 핵심 이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환자의 관점’에서 발생되었던 핵심 사건을 기술한다.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환자

목욕시키겠다

고이야기함

보호자가 목욕

욕품 챙김

환자는 휠체어

타고 보호자와

목욕실로 이동

보호자가 수건

가지러 간

사이에 환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남

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함

1 2 3 4 5

② 문제분석

을 위한 흐름

도 제작하기

3.4 흐름도(flow chart)를 활용해 문제분석을 하도록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 사건발생 순서도 하위에 사례에서 발견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

을 기술하라

- 본 예시와 같이 흐름도(flow chart)를 작성하고 난 후 CF(Casual Factor, 원인

요소)를 그 위에 표기도록 하여 핵심 원인을 확인하라

③ 근본원인

규명하기
3.5. 인과관계도(Fishbone Diagram)을 활용하여 사건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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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근본원인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예상 요인(인적 요인, 프로세스 요인, 장비 요

인, 환경 요인)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인적 요인, 프로세스 요인, 장비 요인, 환경 요인의 의미를 설명한다.

원인 분석에 필요한 요인을 학습자가 직접 선정하여, 인과관계도를 완성하도록

유도한다.

4. 공유하기

① 정리한 내

용을 벽면에

게시하기

4.1 앞선 근본원인분석의 내용들을 가시화 하여 조별로 벽면에 게시하라

예시

및 해설

- 전지, 포스티잇을 활용하여 근본원인 분석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라

-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 학습지의 내용을 전지에 옮기는 활동을 생략하

고, 학습지 자체를 게시하도록 한다.

- 모든 수강생이 이동하여 다른 조의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벽면에 학습지

를 게시한다.

② 다른 조의

결과 확인하

기

4.2. 개인별로 이동하여 벽면에 부착된 다른 조의 결과물을 확인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다른 조의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우리 조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도록

하라

다른 조의 의견 중 배울 점이 있는 경우, 학생으로 하여금 메모하도록 하라

메모한 내용을 조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③ 교수자의

결과 종합하

기

4.3. 교수자는 벽면에 게시된 조별 결과물을 확인한 후 환자안전관점에서 전체학생을 대

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환자의 관점에서 확인된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본 사례의 맥락에서 환자

안전 실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을 무엇인지, 사건 흐름도는 어떠한 내용과 방

법으로 작성하였는지, 근본원인 분석에서 나온 의견은 무엇인지, 종합하여 제

시한다.

그 밖의 학생들의 수행 중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추가로 안내한다.

5. 원칙화 하기
① 근본원인

을 토대로 오

5.1. 환자안전 오류 사례에 대한 개선전략 작성의 원칙을 제시하라

예시 - 개선전략 작성 시 근본원인을 모두 포괄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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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사례에 대

해 개선전략

도출하기

및 해설

- 개선전략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개선전략은 측정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개선전략은 현실적으로 작성되도록 지도한다.

② 환자안전

사고 예방법

원칙화 하기

5.2. 개발한 개선전략을 바탕으로 환자안전 예방 실천 계획표를 작성을 통해 환자안전사

고 예방법을 원칙화하라

출처 : 환자안전 주의경보[부록] 의료기관의 낙상 예방활동 사례(보건복지부

외 2기관, 2016)

환자안전 예방 실천 계획표
번호 실천 계획 구체적인 방안

1
휠체어 낙상 예방 관리 교육

프로그램 구축

휠체어 낙상예방관리 교육 프로그

램 구축

직원 낙상예방관리 교육 실시

환자 및 보호자 낙상 예방관리 교

육실시

2
낙상예방활동 증진을 위한

부서 특성화 교육

낙상예방활동에 대한 부서별 특성

화 교육 실시

- 병동, 외래, 영상의학과, 물리치

료실 등

- 의사,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 역

할 강화

3
낙상예방활동 증진을 위한

홍보

환자안전 위원회 및 부서장 회의를

통한 홍보

뉴스레터 및 직원 포털사이트를 통

한 홍보

낙상예방 포스터 제작

6. 성찰하기
① 조별로 예

방법 정리하

6.1. 조별 최종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라

예시 학생들의 특성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발표 방식(조별 발표, 전지 등을 활용



- 84 -

기

및 해설 한 교실 게시 후 개인적으로 돌아보기 등)을 결정하라
6.2. 다른 조의 개선 및 예방방법을 확인하고, 자신의 속한 조의 방안과 비교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조별 발표를 듣거나, 벽면에 게시된 조별 게시물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

을 통해 학습자가 다른 조의 예방 방법을 확인하도록 유도한다.

본인이 속한 조와 다른 조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도록 한다.

② 개인 성찰

하기

6.3. 학습자의 환자안전교육 주제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 이번 수업으로 느낀 점은 무엇인가?

- 감염 예방 방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6.4. 학습자의 과거 의료 경험, 또는 앞으로 있을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 내가 경험한 의료현장에서 감염예방과 관리 시스템은 어떠한가?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의사로서 이후 있을 의료 현장에서 감염예방과 관련하여 나는 어떻게 행

동해야 하는가?

7. 사례종합하기

① 오류사례

로부터 학습

한 내용 정리

하기

7.1. 조별로 제안된 예방책을 종합하고, 추가 사례를 전체학생 대상으로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 환자안전 개선 및 예방 실천 전략으로 제안된 내용 중 교수자가 의미 있

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 그 밖에 본 차시 주제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가로 안내한다.

- 주제와 관련된 추가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가

로 소개하도록 한다.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맥락과 상황을 다루고 있는 사례를 활용한다.

② 의료현장

에서 원칙 준

수 상기시키

기

7.2.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의료 오류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오류 자체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부분

이다.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잠재적인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1) 기억에 의존하지 말 것 2) 프로세스를 단순화 할 것 3) 체크리스트를 일

상적으로 활용할 것 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85 -

③ 다음차시

예고하기

7.3. 수업 후의 전시를 안내하여 수업 종료 후에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수업이 종료되어도 학생들의 환자안전예방실천 계획표를 강의실 혹은 게시

판에 게시할 것임을 안내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7.4. 다음 차시의 주제와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다음 차시에서 학습할 주제와 수업 방식에 대해 안내한다.

8. 전시하기
① 학습 결과

물 전시하기

8.1.학생들에 의해 개발된 예방책을 강의실 혹은 게시판에 게시하라

예시

및 해설

- 공용 공간 게시를 통해 환자안전과 관련한 학습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

하도록 한다.

- 게시를 통해 다른 조의 예방법이 도출된 ‘맥락’을 수업 종료 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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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2차 전문가 타당화는 1차 학습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학

습모형을 수정 및 보완한 2차 학습모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모형 전반에 대

한 전문가 타당화는 1차 타당화 평가와 동일하게 설명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성,

이해도의 5가지 준거에 따라 4점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주관식 문항에 자

유롭게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차 타당화 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육공학 전문

가 2명과 의학교육 전문가 2명에게 본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타당화

질문지에 대해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면담을 통해 모형 전체, 절차의 타당

성, 실행지침의 적합성, 실제 의학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실시하

였다. <표 IV-7>은 전문가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균, 표준편차, CVI와 IRA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1) 학습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영역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설명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

야 할 내용 및 요소를 잘 설명

하고 있다.

3 0.00 1

1

타당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

야 할 내용 및 요소로써 타당

하다.

3 0.00 1

유용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

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5 0.50 1

보편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

다.

3.25 0.43 1

이해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3.5 0.50 1

[표 Ⅳ-7] 2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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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2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설명력(평균

3.00)점, 타당성(평균 3.00점), 유용성(평균 3.50점), 보편성(평균 3.25점), 이해도

(평균 3.50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모형을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에서 활

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타당도 지수인 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인 IRA가 모든 항목에서 1.00이 나와 학습모형의 내용 타당도와 평가자간

일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견으로는 학습모형 전반적으로 다

른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할 정도로 모형의 일반성의 수준이 높아, 의학교육 맥락

이 강조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환자안전교육의 범

위가 매우 넓은데, 개발된 학습모형이 모든 환자안전교육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

고 있지 못하므로 환자안전교육 중에서도 감염 및 투약오류 관련 주제로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의 환자안전교육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2차 학습모형의 개별절차에 대한 2차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

타당화 평가에서도 1차 타당화 검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모형에 대한 타당화 검사

와 함께 각 단계 별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타당성 평가에 사용된 평

가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개발된 2차 학습모형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단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조별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 별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

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

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절차(단계) 세부단계 평균
표준

편차

내용

타당도

(CVI)

평가자간

일치도

(IRA)

1.

사례개발하

기

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선정하기
3.33 0.41 1.00

0.65
② 환자안전 사례

개발하기
3.50 0.61 1.00

[표 Ⅳ-8] 2차 학습모형 개별절차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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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분석 틀

개발하기
3.75 0.43 1.00

2. 환자안전

오류사례제

시하기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 하기
3.63 0.41 1.00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3.75 0.43 1.00

③ 환자안전 오류

사례제시
3.50 0.61 1.00

3.

근본원인분

석하기

①

문제현상정의하기
3.65 0.35 1.00

② 문제분석을 위한

흐름도 제작하기
3.25 0.83 0.75

③ 근본원인

규명하기
3.75 0.43 1.00

4. 공유하기

① 정리한 내용을

벽면에 게시하기
2.75 0.83 0.50

② 다른 조의 결과

확인하기
3.00 0.71 0.75

③ 교수자의 결과

종합하기
3.50 0.87 0.75

5. 원칙화

하기

① 근본원인을

토대로 오류 사례에

대해 개선실행지침

도출하기

3.75 0.43 1.00

② 환자안전사고

예방법 원칙화 하기
3.75 0.43 1.00

6. 성찰하기
① 조별로 예방법

정리하기
3.50 0.61 1.00

② 개인 성찰하기 3.63 0.41 1.00

7.

사례종합하

기

① 오류사례로부터

학습한 내용

정리하기

3.25 0.83 0.75

② 의료현장에서

원칙 준수

상기시키기

3.50 0.50 1.00

③ 다음차시

예고하기
2.75 0.43 0.75

8. 전시하기
① 학습 결과물

전시하기
2.25 0.43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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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형에 대한 개별절차에 대한 2차 타당화 검사결과에서는 평균 3.39점으로

나타났다. 사례개발하기(평균 3.35점), 환자안전오류제시하기(평균 3.63점), 근본

원인분석하기(평균 3.55점), 공유하기(평균 3.08점), 원칙화하기(평균 3.75점), 성

찰하기(평균 3.56점), 사례종합하기(평균 3.17점), 전시하기(평균 2.25점)으로 나

타났다. 평균 3.5점 이상인 사례개발하기, 환자안전오류제시하기, 근본원인분석하

기, 원칙화하기, 성찰하기, 사례종합하기 절차의 경우 전문가로부터 비교적 타당

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균 3.5점 이하 항목인 공유하기,

사례종합하기, 전시하기 항목의 경우 타당성 결과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

수를 받아 추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하

기 단계 중 ‘정리한 내용을 벽면에 게시하기’단계에서는 굳이 공유의 장소를 ‘벽

면’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례종합하기 단계 중 ‘다음 차시 예고하기’단계에

서는 해당 절차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절차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학습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학습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과 타당화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

을 <표 IV-9>과 같이 정리하였다. 수정사항으로는 크게 의학교육 맥락으로 용

어 수정, 수업 종료 후 전시에 대한 현실성 부족 보완, 절차 및 내용 수정, 환자안

전교육의 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 사례 중 실패사례가 아닌 성공사례

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한

3차 학습모형은 <그림 IV-3>와 같으며 모형의 단계별 설명은 <표 IV-10>와

같다.

항목 전문가 검토의견 수정사항

의학교육맥락으로

의 용어와 내용

수정

Ÿ 의학교육에서 환자안전오류

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Ÿ 근본원인 분석은 실제 경험

Ÿ 모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

를 ‘환자안전오류’에서 ‘환

자안전 사건’, ‘의료오류’로

[표 Ⅳ-9] 2차 학습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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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의사들이 할 수 있

는 것으로, 학생들 수업용

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실시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답

변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

Ÿ 환자안전교육에서 WHO는

7개영역 11개 주제를 다루

고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오류사례와 환자안전 사고

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따

라서 학습모형의 범위를 좁

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변경

Ÿ 근본원인 분석절차 생략하

고, 관련 설명을 간단히 제

공하는 것으로 대체

Ÿ 투약오류, 침습적 절차, 감

염이라는 3가지 주제를 사

례기반학습에서 선정하라

는 내용을 추가

‘전시’에 대한

현실성 부족 보완

Ÿ 수업 종료 후에도 학생들의

작품을 공유하도록 전시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온라인 학습 플

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Ÿ 온라인 학습을 통한 복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험문제

를 출제한다고 공표하는 것

도 좋은 방법임

Ÿ 전시하기는 교수자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

을 것 같음

Ÿ 전시하기는 교수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형의

절차에서 삭제

Ÿ 공유하기 단계에서 온라인

과 오프라인 공유 방법을

동시에 제시

학습모형의 형태

수정

Ÿ 학습모형에서 제시된 파란

색 상자와 흰색 상자가 어

떤 관계에 있는지 불명확함

Ÿ 학습모형 개발 시 시각적

으로 더욱 명확하게 표현

되도록 수정

모형의 절차 및

내용 수정

Ÿ 교수의 사례 종합 이후에

성찰을 하는 것이 학습을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

Ÿ 성찰하기를 수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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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학습사례학습 준비

수업 안내

원인분석

원칙화

성찰 및 공유

마무리

Near miss

(근접오류)

Sentinel Event

(적신호 사건)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을

동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동반한 기대하지 않은

사건

위해를 유발하지 않은

의료 오류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

내하기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순서 정리하기

② 사건의 원인 분석 유

도 및 피드백 제공하기

① 의료오류사례제시하기

② 사례와 관련된 가상의

질문 및 답변 개발 유도

하기

③ 사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요소 도출하기

① 환자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법 도출하기

② 스스로의 상황에 대입

하여 생각해보기

① 개인 성찰하기

② 결과 공유하기

사례 탐구

1step

환자안전 사례

추가 사례가

있는 경우

추가 사례가

없는 경우

2step

3step

4.1step

4.2step

[그림 Ⅳ-3]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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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내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하기

Ÿ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자극자료(영상, PPT, 사진

등)를 제시한다.

Ÿ 본시학습의 사례를 활용한 수업 진행 방식과 수업 주제에 대

해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Ÿ 임상실습에서 활동하는 조에 따라 4~6명 규모로 소그룹을 구

성한다.

Ÿ 각 소그룹을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두 팀으로 나누도록 지

도한다.

사례 탐구

① 의료오류사례 제시하기

Ÿ 학습 주제와 연관된 의료오류 시나리오를 학습지 형태로 학습

자에게 제시한다.

Ÿ 학습자가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사례를 이해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말을 제공한다.

② 사례와 관련된 가상의 질문 및 답변 개발 유도하기

Ÿ 학생들이 사례를 읽도록 유도한다.

Ÿ 조사위원회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사례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

해 5W1H(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고려하여 의

료진에게 물을 가상 질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Ÿ 질문 작성 시,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

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준다.

Ÿ 의료진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의사의 입장에서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유도한다.

Ÿ 조사위원회가 개발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답하

도록 유도한다.

③ 사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요소 도출하기

Ÿ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의 관련하여 해당 사례에서 중

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Ÿ 문제가 왜(Why) 일어났는지가 아닌, 무슨 일(What)이 일어났는

가에 초점을 두고 문제 현상을 정의하도록 한다.

Ÿ 낙상, 감염, 투약오류와 같은 주제에 대해 단순히 의료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원인분석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순서 정리하기

Ÿ 주어진 사례를 여러 개의 핵심 사건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표 Ⅳ-10]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3차) 단계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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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2차 타당화 평가와 동일 하게 설명력,

타당성, 적절성, 보편성, 이해도의 5가지 준거에 따라 4점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주관식 문항에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V-11>은 전문가

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균, 표준편차, CVI와 IRA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Ÿ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리하여 파악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Ÿ 핵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유도한다.

② 사건의 원인 분석 유도 및 피드백 제공하기

Ÿ 나열된 각각의 핵심 사건의 원인요소(Casual Factor)을 인적요

인, 프로세스요인, 장비요인,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

록 하라.

Ÿ 구체적인 오류 보고 과정과 같이 전공의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지만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원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라.

원칙화

① 환자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법 도출하기

Ÿ 환자안전 오류 사례에 대한 개선전략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

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라.

Ÿ 예방책을 내야하는 상황적인 배경을 질문과 함께 제시하라.

② 스스로의 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보기

Ÿ 질문을 제시할 때,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구체적인 상황과 상

황정보(장소, 시간)를 제시한다.

Ÿ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를 가정하여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한다.

성찰 및

공유

① 개인 성찰하기

Ÿ 해당 차시 환자안전교육 주제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

방적인 질문을 제시하라.

Ÿ 학습자의 과거 의료경험, 앞으로 있을 의료 현장의 사건과 연

관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결과 공유하기

Ÿ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결과(학습지)

를 게시하도록 한다.

Ÿ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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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3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3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설명력(평균

3.25점), 타당성(평균 3.5점), 유용성(평균 3.25점), 보편성(평균 3.25점), 이해도

(평균 3.25점)으로 개발된 학습모형이 대체로 타당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타당도 지수인 CVI는 5개 중 4개 항목에서 1.00을 받아 대체로 학습모형이 타당

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IRA는 0.55로 나와 평가자가간 의견의 일치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역
평

균

표

준

편

차

CVI IRA

설명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

용 및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3.25 0.43 1

0.55

타당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

용 및 요소로써 타당하다.

3.5 0.50 1

유용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해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3.25 0.43 1

보편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해 보편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3.25 0.43 1

이해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3.25 0.83 0.75

[표 Ⅳ-11] 3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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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3차 학습모형의 개별절차에 대한 3차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

발된 3차 학습모형은 수업안내, 사례탐구, 원인분석, 원칙화, 성찰 및 공유의 5단

계로 이루어져있으며 환자안전 사례의 수준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를 학습

모형에 추가하였다. 사례학습 준비, 사례학습, 마무리 단계로 범주화하여 사례학

습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 추가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학습모형에 반영

하여 추가하였다. 타당성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각 단계별

로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절차(단계) 개별절차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1. 수업안내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하기 3.25 0.72 0.75

0.8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3 0.00 1

2. 사례탐구

① 의료오류사례 제시하기 3.25 0.72 0.75

② 사례와 관련된 가상의 질문

및 답변 개발 유도하기
2.75 0.11 0.75

③ 사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요소 도출하기
3.25 0.72 0.75

3. 원인분석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순

서 정리하기
3.75 0.41 1

② 사건의 원인 분석 유도 및 피

드백 제공하기
3.75 0.41 1

4. 원칙화

① 환자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

방법 도출하기
3.75 0.41 1

② 스스로의 상황에 대입하여 생

각해보기
3.25 0.72 0.75

5. 성찰 및

공유

① 개인 성찰하기 3.75 0.41 1

② 결과 공유하기 3.75 0.41 1

[표 Ⅳ-12] 3차 학습모형 개별절차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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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모형에 대한 3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학습모형에 대한 3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과 타당화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

을 <표 IV-13>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4차

학습모형은 [그림 IV-4]와 같고 모형의 단계별 설명은 <표 IV-14>와 같다.

항목 전문가 검토의견 수정사항

모형의

수정

Ÿ 환자안전 사례를 도식화

한 부분은 실행지침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형 자체에서 제외

Ÿ Step 표시는 화살표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않음

Ÿ 사례탐구, 원인분석, 원

칙화 단계에서 세 단계

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

Ÿ 환자안전 사례에서 근접오류

와 적신호 사건을 도식화한

부분을 삭제

Ÿ Step 표시를 삭제하고, 화살

표만을 이용하여 더 명학하

게 순서를 표현함

Ÿ 세 단계를 하나의 범주로 묶

고, 순환성을 나타내는 화살

표 표시를 추가

실행지침

용어의

수정

Ÿ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

하기라는 용어는 지나치

게 일반적이므로, 환자

안전교육의 특성이 드러

나도록 수정

Ÿ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하기

를 환자안전동기부여 및 안

내로 변경

모형의

일부 요소

삭제

Ÿ 환자안전 사례의 종류가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

는데, 본 모형에서는 극

과 극으로 보여짐

Ÿ 실행지침과의 직접적인 연관

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

제

성찰

과정의

확장

Ÿ 성찰 단계에서 개인 성

찰 뿐만 아니라 조별성

찰을 통해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역할을 맡은 학

생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Ÿ 성찰하기 단계에서 개별성찰

과 조별성찰으로 구성하고,

수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선

택하여 실행하도록 수정

[표 Ⅳ-13] 3차 학습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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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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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목표 확인하기

1-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및 수업방식 안내하기 : 환자안전교육에서 선정한 본시

학습 주제를 확인하고, 진행될 수업방식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예시 및 해설
학습자에게 수업 시작에 앞서 수업 방식, 목표, 주제, 수업시

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1-② 학습자의 사전지식과 흥미를 고려하여 동기 유발하기 :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을 고려한 자극자료를 제시하여, 수업 활동 전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예시 및 해설

학생의사의 학년을 고려하여, 학생의 지식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환자안전교육 자료를 선정한다.

자극자료는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현실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환자안전교육이 의사에게 왜 필요한지 설명한다.

2. 사전지식 확인하기

2-① 환자안전 지식 질문하기 : 학생들이 환자안전교육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

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과거에 학습했던 환자안전개념에 대하여 질문한다.

예시 및 해설

- ‘환자안전의 개념은 무엇인가?’, ‘스위스 치즈모델이 위해 사

건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인적요인이라

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이 환자안전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학생들이 속해있는 환경(해당 대학 병원 및 주변 의료시설)과

연관된 환경과 연관지어 환자안전교육 이론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소통 실패로 환자가 피해를 겪은

사례를 들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개념을 설명한다.

2-② 환자안전 지식 강조하기 : 팀으로 일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적요인, 시

스템적 사고 등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상기시킨다.

예시 및 해설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지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업 분

위기를 조성한다. ‘틀린’질문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환자안전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해하지 못한 개념

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유도하며,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표 Ⅳ-14]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4차) 단계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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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제시하기

3-① 사례의 개요 안내하기 : 학생들에게 사례를 읽어보도록 한 뒤, 사례의 개요

를 설명 해준다.

예시 및 해설

- 사례개요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진단 및 프로세스 등을

포함시킨다.

- 사례는 이후 사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패 사례’를 1

개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사례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오류 보고 과정과 같이 학생의

사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지만 환자안전에서 중요한 원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3-② 사례 이해를 위한 부연설명하기 : 제시된 사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예시 및 해설

- 성공사례의 경우, 환자안전의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을 강조

하여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실패사례의 경우,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오류가 발생한 프로세

스를 발견하여 이후 사례 분석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사례에서 제시된 의료 프로세스 중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

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다.

4. 학습 조직 구성하기

4-① 소그룹 구성하기 : 그룹 활동을 위해 한 그룹 당 4~6명 규모로 소그룹을 구

성한다.

예시 및 해설

- 그룹 구성은 구성원간 친밀도가 높고, 학업 성취도 수준이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6명 이상이 한 그룹으로 구성되는 경우 사례분석 시 무임 승

차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4명 이하인 경우 역할극 실행에 부

담이 생기므로 인원수는 4~6명으로 제한한다.

4-② 그룹 내 역할분담 촉진하기 : 각 그룹 내에서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도록 지도한다.

예시 및 해설

한 그룹을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

도록 지도한다.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역할을 각각 설명한다.

* 조사위원회 : 의료사고 및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직

* 의료진 : 사건 또는 사고를 당한 환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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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분석 지원하기

5-① 사건 세분화 지원하기: 조별 토의를 통해 제시된 사례를 여러 개의 작은 핵

심사건(event)들을 분류하도록 지도한다.

예시 및 해설

- 사례 시나리오에 슬래쉬(/) 표시를 하여 핵심 사건을 구분한

다.

학생들이 사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사례를 세분화 하는 것

에 대해 시범을 보인다.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리하여 파악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② 오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 지원하기 : 세분화 된 핵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한다.

예시 및 해설
- 사건의 프로세스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조별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환자안전요소 탐색 지원하기

6-① 환자안전 핵심사건(event) 선정 지원하기 : 조별 토의를 통해 환자안전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는 핵심 사건을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예시 및 해설

- 낙상, 감염, 투약오류와 같이 단순히 의료 오류가 아니라,

환자안전이론에 근거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

도록 제시하라.

사례분석에 대한 피드백은 이론적 조언과 현실을 반영한 조언

을 구분하여 제공하라

* 이론적 조언 : 환자안전원칙에 따른 행동

(예) 위해사건에 대한 오류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현실은 반영한 조언 :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학생의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

(예) 학생의사의 경우, 위해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 여 담

당 교수에게 즉시 보고한다.

6-② 환자안전 문제점 발견 지원하기 : 각각의 사건과 연관된 환자안전의 이론

(요소)을 상기시키고, 환자안전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작성하도록 한다.

예시 및 해설

- 환자안전 문제점 예시 : 손씻기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팀

내 다른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알레르기에 대

해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환자에게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

다, 학생들이 작성한 문제점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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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체험 지원하기

7-① 역할극 시나리오(질문-답변)개발 지원하기 : 조별 토의를 통해 앞서 학습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극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시 및 해설

- 조사위원회가 질문을 하고, 의료진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역할극 시나리오의질문 작성 시 5W1H(누가, 무엇을, 어떻

게, 언제, 왜, 어디서)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역할극을 통해 학생 스스로에게 환자안전 지식과 기술을 적용

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조별로 개발한 시나리오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실제 대

화하는 것과 같이 역할극을 수행하도록 한다.

- 의료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조사위원회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질문을 개발하도록 한다.

- 의료진의 답변을 개발할 때에는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하

되, 구체적인 상황은 학생들이 구성하도록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료진 역할극 하기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시나리오를 차례로 읽으며 역할 놀이를 하도록 지도한다.

예시 및 해설
-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각각의 입장에 서서 실제 상황을 가정

하여 간접적인 체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8. 환자안전 원칙 도출 지원하기

8-① 환자안전원칙 도출하기 : 앞선 사례 분석과 연관지어,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조별 토의를 통해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시 및 해설

- 환자안전원칙은 의료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 X-ray 검사실 등으로 이동할 때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 치매 환자의 경우 이성적 판단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보호

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이 필

요하다.

학생들이 환자안전원칙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환자안

전이론과 연관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예시)

* 이 곳 환자들에게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 어떻게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 이 상황에서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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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누가 이 상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다음에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8-② 유사 상황에 원칙적용 촉진하기 :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여

스스로 개발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예시 및 해설

-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사건유형, 환자특성, 의료상황을 구체

적으로 기술한 질문을 제시한다.

- 자신이 세운 환자안전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9. 성찰 유도하기

9-① 개인성찰 유도하기 : 해당 차시 주제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개인 성찰을 유도한다.

예시 및 해설

- 질문을 제시할 때에는 개방적인 물음으로 끝나고, 환자안전

개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도록 한다.

(예시)

* ‘인적요인(human factor)‘의 의미는 무엇이고, 인적요인은 환

자안전에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는가?

* 감염 예방을 위해 의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학습자의 과거 의료경험, 앞으로 있을 의료 현장의 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인 성찰을 통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종합 및 요약하여 제공

한다.

9-② 결과공유 유도하기 :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결과

(학습지)를 게시한다.

예시 및 해설

- 대학 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게시판을 활용한다.

- 수업 후에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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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타당화

가. 수업의 설계 및 실행

외적 타당화는 개발된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을 실제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 현

장에 적용하고 활용하여 그 영향과 결과를 확인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모형과 실행지침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문헌 검토와

2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3차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

반학습 학습모형을 바탕으로 교수자 1인을 섭외하여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하고 교

수자와 학생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수자는 교수설계 전문가

이자 의학교육 전문가인 경력 12년의 의과대학교수 1인과 학습자는 해당 수업을

수강하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의과대학 본과 3학년 29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

여하였다. 교수자 반응 평가는 실제 개발된 학습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

고 개발했던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모형과 실행지침의 사용성과 효과성

에 대한 평가로 진행 되었으며, 학습자 반응평가의 경우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수

업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수집⦁분
석하여 개발된 4차 학습모형에 반영하여 5차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을 도출하였다.

1) 수업의 설계

개발된 학습모형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와 교수는 5차례에 걸친 회

의 및 협의의 과정을 통해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를 제작하였다. 특히 3차 학습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와 외적타당화를 위한 수업 설계가 동시에 진행 되었

기때문에 본 수업을 실시할 때에는 3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과 반영된 4차 학습모

형 및 실행지침이 아닌 3차 학습모형을 기반으로 수업 실행을 실시하였다. 이후

교수는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학습모형 및 지침을 참고하여 1차시 180분으로 구성

된 수업을 설계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지도안은 아래 <표 Ⅳ-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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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교수자

수업

안내

1.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하기

■ 전시 학습 상기

- 이전시간에 학습한 ***에 대한 방법과 원칙

을 정리한다.

■ 동기 유발하기

- 낙상과 감염에 대한 ppt 자료를 제시한다.

■ 학습 활동 안내하기

1) 팀 구성

2) 의료오류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

3) 문제의 예방책을 개발하고 스스로의 상황

에 대입

Ÿ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자극자료(영

상, PPT, 사진 등)를 제

시한다.

Ÿ 본시학습의 사례를 활

용한 수업 진행 방식과

수업 주제에 대해 학습

자에게 안내한다.

2. 학습 조직 구성하기

■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으로 팀 구성하기

한 조를 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각 조원을 2~3명씩 조사위원회와 의료진(2그

룹)으로 분할한다.

Ÿ 임상실습에서 활동하는

조에 따라 4~6명 규모

로 소그룹을 구성한다.

Ÿ 각 소그룹을 ‘조사위원

회’와 ‘의료진’의 두 팀

으로 나누도록 지도한

다.

사례

탐구

1. 의료오류사례 제시하기

■ 의료오류 사례 시나리오 제시하기

- 의료오류 사례 학습지를 제공한다.

■ 낙상과 감염 사례 알아보기

- ppt를 활용해 환자안전의 개념, 낙상과 감염

의 양상, 의료오류 사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다.

- 자신의 의료현장 경험과 제시된 사례를 연

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Ÿ 학습 주제와 연관된 의

료오류 시나리오를 학

습지 형태로 학습자에

게 제시한다.

Ÿ 학습자가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사례

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을 제공한

다.

[표 Ⅳ-15]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 교수학습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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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와 관련된 가상의 질문 및 답변 유도

하기

■ 사례읽기

- 앞서 학습한 개념을 떠올리며, 핵심적인 내

용을 밑줄 그으며 파악해 보도록 유도한다.

■ 역할놀이를 통해 사례 분석하기

- 조사위원회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의료 오

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질문을 조별

로 만들어 본다.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

하도록 한다.)

- 의료진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조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제시된 사례를 기반으로 답을 내

려 본다. (사례에 제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의료진 역할의 학생들이 임으로 각색을 하여

답변한다.)

Ÿ 학생들이 사례를 읽도

록 유도한다.

Ÿ 조사위원회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사례에서 주

어진 상황에 대해

5W1H(누가, 무엇을, 어

떻게, 언제, 왜, 어디서)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물을 가상 질문을 작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Ÿ 질문 작성 시, 환자안전

의 관점에서 특히 강조

되어야 할 부분을 학생

들에게 안내해준다.

Ÿ 의사의 입장에서 조사

위원회가 제시한 답을

작성해보도록 유도한다.

Ÿ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답하도록

유도한다.

3. 사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요소 도출하

기

■ 사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 해당 사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조별 토

론 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의사의 관점보다는 환

자의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Ÿ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의 관련하여

해당 사례에서 중요하

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

을 작성하도록 유도한

다.

Ÿ 문제가 왜(Why) 일어났

는지가 아닌, 무슨 일

(What)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두고 문제 현상

을 정의하도록 한다.

Ÿ 낙상, 감염, 투약오류와

같은 주제에 대해 단순

히 의료 오류를 지적하

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WHO다시보

기)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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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원인

분석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순서 정리하기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분석하기

- 제시된 의료 오류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사건의 순서를 정리한다.

Ÿ 주어진 사례를 여러 개

의 핵심 사건으로 분리

하여 생각하도록 지도

한다.

Ÿ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

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

도록 안내한다.

Ÿ 핵심 사건을 시간 순서

대로 나열해 보도록 유

도한다.

2. 사건의 원인 분석 유도 및 피드백 제공하

기

■ 의료 오류의 원인 분석하기

- 세분화된 사건 각각에 대해 의료 오류와 연

관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의 답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분석 내용

에 대해서는 교수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Ÿ 나열된 각각의 핵심 사

건의 원인요소(Casual

Factor)을 인적요인, 프

로세스요인, 장비요인,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라.

Ÿ 학생의사 수준에서 파

악할 수 없지만 파악해

야 하는 중요한 원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라

원칙화

1. 환자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법 도출하

기

■ 조별 토의를 통한 액션 플랜 개발하기

- 조별로 분석 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대처 방안을 마련

할 것인지 행동 계획을 세워본다.

Ÿ 환자안전 오류 사례에

대한 개선전략을 구체

적이고, 측정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라.

Ÿ 예방책을 내야하는 상

황적인 배경을 제공하

는 질문을 제공하라.

2. 스스로의 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보기

■ 조별 토의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

기

- 최초에 제시된 사례와 유사한 가상의 상황

을 제시한다.

-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조별 토의를 통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한다.

Ÿ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구체적인 상황과 상황

정보(장소, 시간)를 제시

한다.

Ÿ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

에 처했을 때를 가정하

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

지 행동 계획을 세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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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실행

수업의 실행 전,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교

육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수업 실행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업 지

침에 따라 정원이 10명 미만의 소그룹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수자는 개발된 동일한

수업을 다른 학습자군을 대상으로 총 3번 실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수업의 전반

에 걸쳐 관찰자로 참여하며 교수자와 학생들의 수업 상황과 반응을 모니터링 하

였다.

(1) 수업 안내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수업 안내’단계에서

는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 학습 조직 구성, 의료오류사례 제시가 순차적으로 이

록 유도한다.

성찰

및 공유

1. 개인 성찰하기

■ 이번시간에 배운 점과 느낀점 기술

-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점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 자신의 의료경험, 앞으로 있을 의료경험과

수업 내용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Ÿ 환자안전교육 주제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을

제시하라.

Ÿ 학습자의 과거 의료경

험, 앞으로 있을 의료

현장의 사건과 연관 지

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결과 공유하기

■ 조별 활동지 공유

- 조별로 학습 활동지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

인 공간에 공유한다.

- 다른 조의 학습 활동을 확인하고 자신의 조

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Ÿ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

습 결과(학습지)를 게시

하도록 한다.

Ÿ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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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본 차시 수업의 주제는 환자안전의 이해로, 환자안전법의 취지를 확인

하고 환자안전 위해 상황에서 환자안전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환자안전의 대표적인 위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았다. 사례의 경우는 낙상과 감염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의과대학 본과 3학년의 수준에서 임상실습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행되었다. 특히 임상 실습 이전에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사례를 제시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도구 사용법과 함께 복합적인 의

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본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환자안전에 대한 사

전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전시 학습에 대한 상기에 있어서

환자안전에 대한 언급보다는 낙상과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제시하는 것으

로 대체하였다. 또한 주제와 관련된 유명 의료 오류를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

하였으며, 본시학습의 수업 진행 방식과 주제에 대해 충분한 수준으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한 후, 학습 조직을 구성하였다. 학습 조직

을 구성할 때에는 임상실습에서 활동하는 조에 따라 한 그룹에 4~6명으로 구성하

[표 Ⅳ-16]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 수업자료(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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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팀 내에서,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으로 나누도록 지도하였다. 이때 조사위원

회 또는 의료진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2) 사례 탐구

본격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기 전에, 제시 될 사례와 연관된 내용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ppt형태로 제시하였다. 환자안전의 개념, 낙상과 감염의 양상에 대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때 학생들의 의료현장 경험과 연관지어 설명하여 학습 효

과를 높일 수 있지만, 아직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본과 3학년 학생들이 학습자임

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이론적 배경지식과 수업 내용을 최대한 연관지어 제시하

고, 임상 실습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준에서 의료 현장의 환자안전 원칙

및 행동 요령을 제시하였다.

[표 Ⅳ-6] 환자안전교육프로그램 수업자료(사례제시)



- 110 -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앞선 강의를 통해 학습한 환자안전 개념을 확장할 수 있

는 의료오류 사례를 제시하였다. 총 2개의 사례가 담겨있는 학습지가 제공되었으

며, 앞선 개념을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도록 안내되었다. 학생들에게 줄글 형태

로 개발된 사례를 각각 읽도록 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밑줄을 그으며

파악해 보도록 유도하였다. 밑줄을 그으며 사례를 읽은 후에는 교수자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사례 이해를 도왔다.

< 사례 1-낙상과 감염>

2020년 1월 78세 남자환자가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환

자는 10년 전 치매 진단. 최근 1년째 모 요양시설에서 생활. 움직임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최근 5일째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증상이 계속. 응급실 인턴

의사는 간단한 문진과 목, 흉부 신체 진찰을 한 후에 R/O 폐렴으로 호흡기 내

과에 콜. 이후 기본 검사오더. 환자는 응급실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보호자

75세의 부인. 의학과 3학년 학생 김원광은 혈액배양을 위해 환자 확인 후 채

[표 Ⅳ-17] 개발된 두 가지 사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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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실시 하였으나 환자 강력히 거부. 이후 X-RAY촬영을 위해 환자를 이동하던

중 환자는 넘어져 후두부를 땅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4학년 박원

광은 환자를 부축하여 X-RAY실로 이동. X-RAY 시행. 혈액검사는 계속 거부

하여 시행 못함. 3시간 후 환자의 갑작스런 의식소실, 혈압 불안정, 6시간 경

과 후 전신 가려움 호소(옴).

<사례 2-죽어서 되돌아 온 환자>

2019년 11월 저녁 67세 여자 환자가 시골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 환자는 술에

취한 듯 말이 어눌한 상태.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로 인한 두통 호소로 의료

원 응급실에 내원 병력. 보호자로는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20세 초반의 딸이

동행. 환자는 모든 검사와 진료를 거부하고 수액만을 놔줄 것을(술깨는 약)을

요구. 의료진은 간단한 문진 후에 DW 500 수액 처방. 보호자는 간호사에게

환자가 수액을 맞으며 잠에는 드는 것으로 보고 잠깐 물건을 가지러 30분 거

리의 집에 다녀온다고 말함. 간호사는 자고 있는 환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

덕. 이후 응급실 당직 의사와 2명의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을 진료로 바쁨. 4시

간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들어옴. 환자는 의료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 4시간 전 수액을 맞고 있던 그

여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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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의료오류 사례 시나리오

앞서 나누었던 역할을 바탕으로, 역할놀이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는 실습을 진

행했다. 조사위원회의 경우 환자나 해당 의료진을 면담하기 전에 그들에게 확인

해야 할 사항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가능한 많은 나열하여 질문을 개발하는 역할

[그림 Ⅳ-6] 팀 별로 사례 기반 토론을 하고 있는 수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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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조사위원회 학생들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5W1F(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를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물을 질

문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였다. 교수자는 조사위원회 학생들이 작성한 질문들을 확

인하며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질

문을 수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료진의 경우 조사위원이 설정한 구체적

인 질문(시간, 장소, 옆에 있던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답변을 도출할 때에는 주어진 사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답변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이 실제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역할극을 진행한 질문 답변 및 시나리오 예시는 아래와 같

다.

조사위원회 의료진

Q1. 기존에 응급실 내원 시 환자에

게 검사와 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하

고 설득한 적이 있으신가요?

Q2. 환자에게 진료와 검사의 필요

성을 어떻게 설명하였나요?

Q3. 설명하였음에도 환자와 보호자

는 왜 모든 검사와 진료를 거부하

였나요?

Q4. 보호자의 집에 다녀온다는 말

을 들은 간호사는 누구였나요?

Q5. 환자가 수액을 맞는 동안 환자

상태를 확인하셨나요?

Q6.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발생할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연락

방법을 마련해두셨습니까?

Q7. 환자가 의료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의료진이 계신가요?

Q8. 수액 처방 전에 시행한 간단한

문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A1. 시도는 해 보았으나 환자는 의료진

의 질문에 협조하지도 않았고 설명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A2.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로 온 병력

이 있다 하더라도 응급실에 온 환자로

써 검사와 진료는 필수이며, 말이 어눌

한 증상에 뇌경색 등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A3. 이유는 말을 안하였고, 단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뿐이라며 수액만을

요구하였습니다.

A4. ㅇㅇㅇ간호사입니다.

A5. 응급실 당직 인원이 적어 더욱 바

빴고, 심각한 환자는 아니라서 관심 있

게 환자상태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A6.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다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그 간 내원 병력이 있었

기 떄문에 다른 방법은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A7. 바빠서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

[표 Ⅳ-18] 학생들이 개발한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핵심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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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이하 조) : 안녕하세요. 2020년 1월에 발생한 78세 남성에 의료조

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과없이 성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의료진 (이하 의) : 예

[그림 Ⅳ-7] 학생들이 개발한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문답

[표 Ⅳ-19] 학생들이 개발한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역할극 시나리오

요?

Q9.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기 전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셨나요?

Q10. 내원 당시 환자에게서 평소와

다른 점을 살피려고 노력하셨나요?

다.

A8. 환자의 이름과 나이, 상태, 증상만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환자는 검사와

진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

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9. 잠깐 외출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

습니다.

A10. 워낙 여러 번 같은 증상으로 내원

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피지 않았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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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먼저, 일상적 위반 유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셨습니까? 서

류상으로 간단한 문진이 이루어졌다고 기술되어있는데 환자분이 치매를 오랫

동안 앓고 계신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도 같이 대답해주시

면 감사드립니다.

의 : 기술되어있는 대로 먼저 응급의학과 당직 전공의가 내원 직후 간단한 문

진과 목, 흉부의 신체 진찰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 분은 오랫동안 치매를 앓

고 있긴 해도 완전히 의사소통이 안되는 케이스는 아니었고, 또한 보호자께서

옆에서 같이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발열, 기침,

가래와 같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과 호흡 곤란, 전신 권태감, 가슴의 통증 등을

수반하고 있었기에 폐렴이 의심되어 호흡기내과에 콜을 하였고 이후 호흡기내

과에서 혈액배양검사와 흉부 X-RAY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 : 환자의 보호자와는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까?

의 : 환자가 닷새 전부터 열이 나는데 병원에 안간다고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

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보호자가 시간되는 날에 억지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

다.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자녀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 연락을 하지 않는

다고 하였고 보호자 홀로 환자분의 요양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을

쉬는 것이 여의치 않아 병원 방문이 늦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호자분과 환자분 모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채혈을 실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 X-RAY 촬영 시 이동 과정에서 환자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습니까?

의 : 예. X-RAY를 찍는 부위와 환자의 정보 모두 전공의 선생님께서 직접 전

달하였습니다.

조 : 환자 접촉 시 손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자가 사용하는 용품의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습니까?

의 : 학생인턴을 포함한 의료진 전원은 환자와 접촉하기 모두 알코올 젤을 이

용하여 손을 소독하였고, 조금이라도 오염시에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사용하는 베드는 항상 환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소독

하며 그 위에 베게와 이불은 모두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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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호흡기 질환 환자인데 COVID-19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까?

의 : 당시까지는 국내 확진자는 없었고 주변에서 중국 방문이력이 없었기 때문

에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는 최근에 요양시설 밖으로 외출

한 적 없었기에 확률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때문에 따로 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 감염관리에 철저히 하였다면 어째서 환자와 접촉했던 박원광 학생에게 옴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의 : 일단 첫 번째로 옴은 옴 진드기에 기생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으로 보통

옴 진드기와 접촉 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10일, 보통은 4-6주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때문에 박원광 학생의 옴 증상은 현

재 환자와는 무관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도 환자 분이 전에 계

셨던 요양시설에 문의를 해본 결과 위와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없다는 답

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감염관리와는 무관하게 병원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병원측에서는 이 학생이 접촉하였던 기구에 추가적인 소독을 진행하였

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감염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기록

하게 만들어 놓은 소독일지와 같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 :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염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류를

추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적화 위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

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습학생인 김원광 학생에게 채혈을 지시하신 것

에 대하여, 아직 술기 경험이 부족한 학생에게 홀로 처치를 맡기신 상황에 대

해 환자에게 적절한 인사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 먼저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의

료인인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에

한정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

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김원광 학생은 최근에 응급실 실습을 통해 다양한 경우에 채

혈에 대해 보고 배웠으며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서 복잡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

에 충분한 지도하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내

에서 실습생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항시 수련의 또는 전공의 선생님들

께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실행합니다. 때문에 이는 큰 적절한 인사배치라고 생

각합니다.

조 : X-RAY 촬영을 위해 환자가 이동할 때 누구와 동행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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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환자분에 경우 치매증상이 있으시지만 거동에는 무리가 없었고 또한 보호

자 분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보호자분에게 X-RAY실 위치를 설명드리고 보호

자분과 동행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조 : 그렇다면 치매에 걸린 환자분과 빼빼마르고 힘이 부족해 보이는 보호자

분에게만 환자분의 이동을 맡기셨을 때 환자분이 넘어지는 상황을 혹시 예측

하지 못하셨는지요?

의 :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동할 때 도와주실 분들을 부른 경우는 환자분이 아

예 거동을 못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보호자분이 요청하실 때

에 직원 분들에게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허나 이 경우에서는 보호자분이 따로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하셨으며 환자분 역시 거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

시에 병원 인근 양말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연기를 흡입한 환자들이 대거

응급실에 실려와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환자분의 보호자

께 평소와 같이 위치 안내만 해드렸습니다. 이에대해 결과를 알고 내린 결정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는 사건에 대해 사후과잉확신 편향에 의해 책임을 전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넘어졌을 당시 상황을 조금만 자세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의 : 당시에 병원 인근 양말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연기를 흡입한 환자들

이 대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때문에 응급실 내부가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많은 인원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

상황이라 보호자분께서 길을 찾는데 상당히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환자

분을 병원 의자에 앉혀놓고 직원에게 길을 물으러 간 사이에 환자분이 병원을

갑자기 나가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빨리 가서 잡았으나 순간적으

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잡고 있던 할아버지와 같이 넘어지셨다고 합니

다. 보호자분은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은 상태가 되었고 환자분은 뒤로

넘어지면서 병원 의자에 후두부를 부딪히는 것을 지나가던 박원광 학생이 목

격하였습니다.

조 : 그렇다면 그 학생은 어째서 그 뒤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혹

시 시간관계상 중요한 절차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요?

의 : 그 때 당시 응급실이 많이 바쁘긴 했지만 이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

습니다. 학생의 말에 따르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병원의 의자는 상당히 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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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질로 되어있고 그렇게 강하게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

다. 또한 외상이 없었고 할아버지 또한 전혀 이상이 없어보여서 어디 가시느냐

고 물어 본 후에 X-RAY실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본인

동기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실습을 시작한 학생이 뇌진탕의 징후를 정

확히 알기도 쉽지 않으며 실제로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은 X-RAY실에 도착하

고 나서 그곳에 있는 간호사분에게 저 분이 넘어져서 의자에 머리를 살짝 부

딪힌 것 같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조 : X-RAY를 촬영하고 난 후 환자의 의식소실이 발생할 때 까지 환자가 어떻

게 관리되었습니까?

의 :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환자분께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외

견상 큰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베드에서 대

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혈액이 진단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인데 채혈을

거부하셔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말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 선생

님들께서 호출되셔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조 : 환자 진료 시 불필요한 조치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의 : 혈액배양은 폐렴이 의심되어 균의 동정을 위해 실시하려 했고, 폐음영의

변화를 확인하여 폐렴을 진단하기 위해 Chest X-ray 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부 폐렴의심환자에게 권장되는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조 : 환자가 넘어졌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

까?

의 : 별다른 상처가 없고 환자도 넘어지고 곧바로 일어났으며 환자가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것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가 이동시마다 담당 의료진에게 구두로 말씀드렸으며 반

복해서 환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조 : 넘어진 이후 환자를 적절히 처치하였습니까?

의 : 상처가 없었으며, 환자 본인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X-RAY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응급실에서 대기시켰습니다.



- 119 -

다음으로 학생들은 사례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사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사례에서 드러난 환자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를 정리하였다. 특히

교수자는 해당 사례에서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하는 요소에 대

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역할을 맡은 학생

들 모두 함께 토론을 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의사의 관점 보다는 환자의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문제가 왜(Why)일어났는지가 아닌 무슨

일(What)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정의하도록 하였으며, 단순히 낙

상, 감염과 같은 일차원 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앞서 학습한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조 :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2020년 1월 00일에 내원한 환자 78세 남자

000씨에 대한 의료조사위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

씀하셨던 서류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나 지금까지 말씀을 하지

못하셨던 내용 중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 : 환자분에 경우에 병원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

지만 그 사고는 직원의 부주의나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발

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후에 의식소실이 된 환자분을 최대한 빠르게

처치하여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양말공장 화재로

인해 응급실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환자분이 비교적 신속한 처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심에도 비교적 치료경과가 좋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는 안타까운 사고이고 이를 병원

에서는 최선을 다해 환자분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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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분석

원인 분석 단계에서 주어진 사례를 여러 가지 핵심 사건으로 분리하여 생각하

도록 지도하였다.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핵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유도하였다. 아래의 예시처럼,

하나의 의료 오류 사건을 6개의 이벤트로 분리하여 작성해 보도록 한 후, 각 사건

의 원인을 하단에 적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분석한 원인에 대하여 교수자는 각각

의 원인이 어떤 종류의 원인(인적요인, 프로세스 요인, 장비요인, 환경요인)인지

설명한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분석한 원인 이외에 학생의사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지만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중요한 원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다. 학생들

은 초반에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으나, 교

수자의 팀별 피드백을 바탕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조별 토론을 통해 원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Ⅳ-8] 사례분석 워크시트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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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2 3

사건

2019년 11월 저녁 67

세 여자 환자가 시골

의료원 응급실에 내

원

환자는 모든 검사와

진료를 거부하고 수

액 요구

의료진 간단한 문진

후에 DW 500 수액

처방

원인

환자 본인의 과음으

로 인한 두통 및 심

신미약

환자의 요구와 응급

실 인력부족으로 인

한 환자에 대한 충분

한 주의 관찰 부족

환자의 진료 거부 및

과거 수차례 음주로

인한 응급실 내원 병

력에 의한 처방

순서 4 5 6

사건

환자가 수액을 맞은

후 잠든 이후 보호자

가 자리를 이탈하고

이를 간호사가 허용

해당 환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응급실을

벗어남

의료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환자

원인

보호자의 부재시간이

짧을 것이라 판단하

고 그 사이 별 다른

일이 없으리라는 간

호사의 판단

응급실 당직 의사, 2

명의 간호사는 다른

환자 진료로 바빠서

해당 환자를 신경 쓰

지 못함(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바쁜

병동)

환자가 응급실에서

이탈 하는걸 방지하

지 못했던 시스템

[표 Ⅳ-20] ‘죽어서 돌아온 환자’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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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원인분석 워크시트 작성 예시

(4) 원칙화

다음 단계인 ‘원칙화’에서는 환자안전 오류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

한 환자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법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먼저 환자

안전 오류 사례에 대한 개선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다. 학습지를 제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의사로서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

종의 액션플랜을 개별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앞선 분석

내용에서 얻은 교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개선전략을 도출할

때에는 학생들이 답안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의 구축, 매뉴얼 및 규칙의 개정, 응

급실 당직 인원 확충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들을 도출하고 이를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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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원칙화의 두번 째 절차인 ‘가상 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보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앞선 오류 사례 예방법 도출 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지를 통해 가상

상황이 주어졌다. 가상 상황은 최초에 제시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

정하는 문장을 주고 학생들에게 답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병원

실습 중인 학생으로 가정하였으며, 앞선 분석 내용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한 후 학습지를 작성하였다. 사례를 학습하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

[문제] 당신은 해당 사건의 참여 의료인으로서, 혹은 조사위원으로서 사건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어떠한 대처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획

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현재 두 사건의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은 병원장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곽**: 병원 내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상황을 파악하여

사소한 상황이라도 치료 과정을 일시적으로 스탑하고 의료진이 부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의료진이 응급

실 등에서 일정 시간 내에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박** : 환자가 병원 내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취해야 할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의료진이나 병원에서 실습하는 의학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

질 것이다. 또한, 혼잡한 응급실 상황에서도 각 환자들이 의료진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을 늘리고 응급실 당직 의료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박** : 환자가 병원 내에서 부상당한다면 곧바로 부상에 관한 정보(부상당한

위치, 부상의 종류, 시간, 부상의 원인, 환자의 증상 등)를 기록하고, 예정된

검사 이전에 의료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또한 부상 직후에는 이동

을 멈추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응급실 당직 인원을 늘려 환자 관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과

회의한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보호자가 15분 이상 환자 곁을 비울 수

없도록 하는 규율을 만들거나, 보호자 부재 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문제

가 생긴 경우 보호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의무로 한다.

[표 Ⅳ-21] 원칙화 단계의 질문 및 답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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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병원 내 시스템적인 문제와 보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발휘하여 환자나 보호자 보호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다.

2) 2021년 9월 당신은 병원실습 중(혹은 2022년 11월 의료원 응급실 파견업무

수행 중) 위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류 발생을 인지했을

당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곽** : 사례 1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괜찮아 보이더라도 발생한 사고를 그냥 넘기

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례 2의 경우에서 보호자가 부재중인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더욱 환자에 대한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권** : 일단 먼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주변의 다른 의료진들과 상의를

해보아야할 것 같다.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으니

본인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얻어 처리

해야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권** : 바로 담당자에게 보고 후 오류가 위해사건 이상으로 발전 하는걸 막을 것입

니다.

박** :　1번째 사례에서는, 환자가 넘어졌을 때 X-Ray실로 가지 않고 다시 응급실로

향하여 응급실 인턴 의사 분께 사고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환자의 상처를 살필 것이

다. 또한, 병원에서 난 사고이므로 감염의 위험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채혈검사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해서 환자가 채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번

째 사례에서는, 응급실에서 단순 수액을 맞는 환자라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필 것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간호사에게도 환자들을 계속 주시해달라고

할 것이다.

박** : 사고가 일어난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환자분과 보호자분에

게 상세히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말씀드릴 것이

다.

박** : 실습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상이

발생 하였는지 X-RAY실로 이동 직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

[표 Ⅳ-22] 가상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기 질문 및 답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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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지시받을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인 것을 고려하여, 채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환자가 채혈에 협조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이끈다.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에 보호자가 곁에 있

었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확인한 시각을 확인한다. 이후에

는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시

키는 것을 대응 매뉴얼에 추가한다. 그리고,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수액처방을

받은 환자더라도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가 응급실을 무단 이탈할

수 없도록 내원 당시에 환자에게 설명할 것을 의무로 할 것이다.

이** : 일상적 위반의 경우 스스로 습관화 하도록 재고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연습하여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필요 위반의 경

우 응급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행하고 보고를 할 것이다. 최적화 위반

의 경우 솔직히 학생으로서 보고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더 큰 자격이

주어진다면 최적화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이다.

[그림 Ⅳ-10] 원칙화를 위한 조별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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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찰 및 공유

마지막 활동인 ‘성찰 및 공유’단계에서는 사례기반의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점과 느낀점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조별로 생각을 나누

고 이를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자는 이번 환자안전교

육 주제인 낙상과 감염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상기해 보도록 유도하였고,

학습자의 과거 의료겅험과 앞으로 있을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사건과 연관지어 생

각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활발하게 자신의 성찰 내용을 공유하며 수

업이 마무리 되었다.

나. 교수자 반응 평가

교수자 반응 평가는 본 학습모형1)을 토대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교수자 1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발된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의 사용성과 효과

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에

대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 설계 및 실행이 모

두 완료된 이후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수자 반응 평가 항목은 4점척도(4

점: 매우 그렇다, 3점:그렇다, 2점:그렇지 않다, 1점:매우그렇지 않다)를 활용하였

으며, 학습모형의 강점 및 약점 그리고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열린 질문을 활용

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학습모형 및 실행 지침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다하여 묻는 네 문항에 다하여 교

수자는 모두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모형 전반적으로 단계 별 구분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 활용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 사례 기반 토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토의 방식의 수업을 진행해 본

교수라면 누구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환자안전

교육을 실행할 때, 특별한 교육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본 학습모형을 참고하여 사례기반학습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매우 의미

1) 교수자가 수업 설계 및 수업 실행에 활용한 학습모형은 3차 모형으로, 3차 모형에 대한 3차 타당성 평
가 결과가 반영된 4차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연구의 순서상 4차 모형을 활용하여 외적 타당화를 진행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3차 타당성 평가와 외적 타당화의 실행 기간이 겹쳐 외적 타당화에 3차 학습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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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는 역할극의 경우 실

제와 유사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율과 반응이 좋았다고 하였다. 또한 막연한 환자안전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

어서 어떤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수업을 체계

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개발된 두 가지 사례를 활용하였는데, 수업에서 다루었던 사례의 수는 적정하

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학습모형에 표현되어 있었다면 수업 실행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

라고 하며, 사례 분석 부분을 더욱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업 중 ‘원인분

석’단계에서 학생들이 장비요인, 프로세스요인, 환경요인 등의 원인을 사전에 파

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정답을 기대한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고 첨언 하였다. 본과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분

류 지식은 갖추고 있기 힘들며 특히 병원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수업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의대 특성상 학생 수가 40명~120명까지

도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 수업 보조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등의 변수를 고려해

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다. 학습자 반응평가

1) 성찰일지 분석 결과

본 수업 후 수업 내용 및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문항을 학습지 형태로 제

공하였다. 성찰문항은 사례분석 워크시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본 수업을 통

해 배운점과 느낀점을 기술하라’는 발문으로 제시되었으며, 교수자는 수업을 하면

서 배울 수 있었던 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앞으로 더 알고 싶은 점을 중심으

로 작성하라는 가이드를 주었다. 학생 별 성찰일지 응답에 대한 주요 반응은 <표

Ⅳ-2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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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의견 종합
빈

도

환자안전

지식 습득

Ÿ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위해 상황에 대처하

는 법을 배웠습니다.

Ÿ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

제들은 결국 아주 작은 일상적인 오류에서 발생

한다는 것을 느꼈다.

Ÿ 조별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

는 여러 사람들과의 토의가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대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Ÿ 의료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오류에 의해서

도 일어날 수 있고, 순간의 미숙한 결정에서도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Ÿ 감염 예방을 위해 손소독을 더 습관화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9

환자안전

태도 습득

Ÿ 미래에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다면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위한 대처를 정확하

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

꼈습니다.

Ÿ 의료사고의 일부는 의료진이 무시하고 지나칠만

한 사소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

았다.

Ÿ 이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여러

의료인들과 다각도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

니다.

Ÿ 같은 상황,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각자 다른 시각

에서 조치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을 통해 만약 문

제에 직면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 다른 의

료진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얻어 더 나은 해결책

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을 배웠다.

Ÿ 의사가 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며

이외에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

을 느꼈으며 더 성실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

[표 Ⅳ-23] 학생 성찰일지 주요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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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생길 수 있는 비극

적인 결과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규

칙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

할 것입니다.

병원 내

정교한

시스템구축

의 필요성

Ÿ 생각보다 많은 허점과 피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

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서 철저한

전체적, 개인적 관리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 같습니다.

Ÿ 사소한 상황이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Ÿ 더 올바른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3

사례기반학

습의

효과성

Ÿ 딱딱한 말로 수업만 하고 끝났다면 제대로 이해

는 했을지언정 금방 잊어버릴 지식이겠지만 실제

로 사례에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Ÿ 조원들과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들을 접하고 또

이 사례를 해결하려다 보니 환자안전에 대해 배

우게 되었습니다.

Ÿ 응급실의 실제 사고사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직접 생각해보니 이런 사

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Ÿ 직접 환자 케이스를 보고 조원들과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해 보는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보호

를 위해 다각도로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다.

6

의사로서의

사명감

Ÿ 지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올바른 의사가 되

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1

팀별 활동

의 효과성

Ÿ 혼자 봐서는 알 수 없었던 사건에 숨어있던 중요

한 부분들을 다 같이 이야기 하면서 찾아낼 수

있었고 조별활동을 통해 서로 알고 있던 법이나

질환에 대한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

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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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만족도 조사 및 수업 후 면담 결과

수업이 종료된 후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

문을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수업이 흥미로웠는지, 사례를 활용한 방식이 만

족스러웠는지,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인지, 사례를 통

한 학습이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는지 등 8개의 질문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서 다루어진 일부 내용은 학생 대상 면담에서 다시 다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실행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점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반응평가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최소

값

1
나는사례를활용한본환자안전교육이흥미

롭고재미있었다.
4.48 0.63 3 5

2
나는사례를활용한본환자안전교육에참여

한것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한다.
4.45 0.57 3 5

3
나는앞으로도사례를활용한환자안전교육

에참여하였으면좋겠다.
4.24 0.74 2 5

4
나는사례를활용한본환자안전교육을다른

친구에게추천하고싶다.
4.41 0.73 3 5

5

나는사례를활용하는것이환자안전교육의

내용(contents)을학습하는데도움이된다고

생각한다.

4.55 0.69 3 5

6
나는이번수업과정에서모둠친구들과협력

하여문제를해결한것이좋았다.
4.52 0.69 3 5

7
나는이번수업에서사례를활용하여환자안

전교육을받은경험이가치있다고생각한다.
4.59 0.63 3 5

8

나는다른수업에서도사례를활용하여환자

안전교육을실시한다면보다적극적으로참

여할것같다.

4.24 0.87 2 5

[표 Ⅳ-24]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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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2점부터 5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4.44점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4점(다소 그렇다) 또는 5점(매우그렇다)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

고 있으며, 이 수업이 학생들이 느끼기에 환자안전역량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됬

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면담은 본 학습모형 및 실행지침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포커

스 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만족도 설문지의 일부 문항에 대해 추가

적으로 물어보고, 그 밖의 수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가 다시 질문

을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소

요시간은 30분 정도였다. 면담을 통해 연구에서 도출된 학습 형과 설계 실행지침

을 통해 개발된 수업의 실행에 대한 학생들의 주요 의견과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 수업의 특

성상 강의식으로 수업하고 단순 암기하는 방식의 수업이 많은데,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세워 역할극을 하는 활동까지 하며 깊이 있

게 다루다 보니 해당 사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환자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론보다 사례를 통한 그

룹별 활동이 더 재미있고, 사례를 통한 배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

다.

수업 방식이 특이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번 사례를 통한 수업을 들으며 평

소에는 생각 못했던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 더 생각해볼 수 있었

어요(학생 A).

주제에 대한 다른 조원들의 많은 생각들을 듣고 조사위원회 역할극 이런 활동

까지 해볼 수 있어서 재밌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학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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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드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솔직히 강의식 수업보다 재밌는 것 같

아요(학생 C).

또한 그룹 별 활동에 대해서 협력적으로 사례를 탐구하고, 원칙을 세우고 역할

극을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재미를 느끼게 하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으며 환자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환자안전교육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팀워크와 환자안전에 대한 감수성

부분에도 그룹별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 나 혼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참신한 의

견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듯 꺼내 토의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학생 C).

이번 조별과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조리있게 전달하고 설명하

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유받을 때, 혼자서는

놓쳐버리는 점들을 조원들과 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어요(학생 D).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며 배웠던 경험이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사소한 것 하

나까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생 E).

아쉬웠던 점으로는 사례가 유익했던 만큼, 한 수업에서 다루는 사례의 개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시 된 사례 중 하나가 수업을 진행

하는 교수자의 사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조사위원회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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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비판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또, 원인 분석에서 장비요인, 프로

세스 요인 등에 대한 ‘단어’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의도한 체

계적인 원인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수님의 실화라는 사실은 마지막에 밝히시는게 조사위원회 역 할생들이 적극

적으로 질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학생 D).

솔직히 사례가 좀 적어서 아쉬웠어요. 수업 하나에서 배우는 사례 개수를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5개 정도로? 환자안전교육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

도 상관 없어요(학생 F).

사례를 더 첨가하여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생각을 나눴

으면 좋겠습니다(학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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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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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4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최종(4차) 전문가 타당화는 외적 타당화 과정을 거친 후 피드백 사항을 반영한

5차 학습모형 및 실행지침에 대하여 교육공학 전문가 4명(의학교육 전문가 2명,

교육공학 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3차 전문가 타당화와 마찬가지

로 본 연구 및 학습모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구두로 제공하고, 타당화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또한 추가 면담을 통해 모형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이해도, 적합성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가. 4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설명력,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의 5가지 척도에 대해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면담을 통해서는 전문가 타당화 평가 문항

과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25>는 전문

가의 각 문항 별 평가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CVI 그리고 IRA 지수를 나타낸 것

이다.

영역
평

균

표

준

편

차

CVI IRA

설명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

용 및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3.75 0.43 1

1
타당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

용 및 요소로써 타당하다.

3.75 0.43 1

유용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해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3.75 0.43 1

[표 Ⅳ-25] 5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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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5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4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설명력(평균

3.25점), 타당성(평균 3.25점), 유용성(평균 3.25점), 보편성(평균 3.25점), 이해도

(평균 3.25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모형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인 CVI는 이해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1.00이었으며,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인 IRA 지수도 1.00점을 받아 학습모형

의 내용 타당도와 평가자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례기반학습

에서 활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학습모형에서 다소 모호한 용어를 사

용하여 이해도 문항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습모형 전반적으로 해당 단계가 그룹 별로 진행되는지, 개인 별로 진행되는지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소그룹을 형성하는 단계를 사례를 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줄여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5차 학습모형의 개별 절차에 대한 4차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학습모형은 사례를 중심으로 환자안전교육을 쉽고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9개의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준비활동-사례활동-마무리 활동의 세단

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추가 사례가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특정 단계를

반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유사한 학습 활동에 대해 같은 색을 활용하여 구

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학습모형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실패

사례와 성공사례를 모두 활용하여도 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모형에 ‘성공사

례, 실패사례’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각 단계 별 타당성 및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점수는 <표 Ⅳ-26> 와 같다.

보편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해 보편

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3.5 0.50 1

이해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3.75 0.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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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형의 개별절차에 대한 4차 타당화 검사결과, 수업목표 확인하기(평균

3.75점), 사전지식 확인하기(평균 3.50점), 사례개요 파악하기(평균 3.37점), 학습

조직 구성하기(평균 3.25점), 사례 분석하기(평균 3.75점), 환자안전요소 파악하기

절차(단계) 개별절차
평

균

표

준

편

차

CVI IRA

1. 수업

목표

확인하기

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및 수업방식

안내하기
4 0.00 1

0.7

② 학습자의 사전지식과 흥미를 고려

하여 동기 유발하기
3.5 0.50 1

2. 사전지식

확인하기

① 환자안전 지식 질문하기 3.5 0.50 1

② 환자안전 지식 강조하기 3.5 0.50 1

3. 사례개요

파악하기

① 사례의 개요 안내하기 3.5 0.87 0.75

② 사례 이해를 위한 부연설명하기 3.25 0.83 0.75

4. 학습

조직

구성하기

① 소그룹 구성하기 3 1.00 0.5

② 그룹 내 역할 정하기 3.5 0.87 0.75

5. 사례

분석하기

① 오류 사건을 세분화하기 3.75 0.43 1

② 오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

하기
3.75 0.43 1

6.

환자안전요

소 파악하기

① 환자안전 핵심사건(event) 선정하기 4 0.00 1

② 환자안전 문제점 확인하기 4 0.00 1

7. 사례

체험하기

(롤플레이)

① 역할극 시나리오(질문-답변)개발

지원하기
3.25 0.83 0.75

② 조사위원회-의료진 역할글 하기 3.5 0.87 0.75

8. 환자안전

원칙 세우기

① 환자안전원칙 도출하기 4 0.00 1

② 유사 상황에 원칙 적용하기 3.5 0.50 1

9. 성찰하기
① 개인 성찰하기 3.75 0.43 1

② 결과 공유하기 4 0.00 1

[표 Ⅳ-26] 5차 학습모형 개별절차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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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0점), 사례 체험하기(3.375점), 환자안전 원칙세우기(평균 3.75점), 성찰하

기 (평균 3.8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시된 학습모형의 각각의 절차들이 사례기

반 환자안전교육에 모두 적합하고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환자안전요소 파악하기의 경우 두 개의 하위 단계 모두 평균 4점을 획득

하여, 전문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환자안전 원칙세우기 및 결과 공유

하기 단계도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조직 구성하기의 ‘소그

룹 구성하기’단계의 경우 평균 3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소그룹을 구성하는 단계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4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학습모형에 대한 4차 전문가 타당화 검토 의견과 타당화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

을 <표 IV-27>과 같이 정리하였다.

항목 전문가 검토의견 수정사항

제시하는 사례

종류에 대한 지

침 구체화

Ÿ 실패사례를 활용해야

하는지 성공사례를 활

용해야하는지 불명확함

Ÿ 기관의 사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유명한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

법임

Ÿ 수업에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욱 구

체적으로 추가

Ÿ 사례 활용 지침에 언론 등

으로 유명해진 사례를 활용

하는 방안을 추가

조별 활동과 개

인 활동의 명확

한 구분

Ÿ 사례 분석 시, 개인으

로 하는지 조별로 하는

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

음

Ÿ 활동 단계별로 개인 활동인

지 팀 활동인지 구분하여

기입

그룹구성

원칙 수정

Ÿ 의대생은 대개 환자안

전교육을 받는 본3까지

5년에 걸쳐 함께 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미 성

Ÿ 조를 구성하는 원칙을 더

포괄적인 방향으로 수정

[표 Ⅳ-27] 5차 학습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의견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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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을 의과대학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초기 학습모

형 및 실행지침에 대하여 세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피드백

을 반영하여 모형 및 실행지침을 수정하였다. 또한 실제 의학교육 현장 적용을 통

해 외적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외적 타당화를 위한 수업은 총 4회의 수업이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수업에서 도출된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

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취도에 대해 알고 있어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참여도까지,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구성 방법

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학습조직 구성

순서 변경

Ÿ 학습조직 구성이 너무

늦은 것 같음. 수업 목

표 확인 후 바로 조 구

성을 하고, 사례를 그

룹별로 확인 하는 것이

효과적임

Ÿ 학습조직 구성 부분을 학습

모형 초반으로 수정

용어 수정
Ÿ 환자의 관점이라는 것

이 무엇인지 불명확함

Ÿ 환자의 관점이라는 부분이

애매하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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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성요소

하

위

절

차

상

세

지

침

설계모형(산출물)

선행문헌

고찰

문제와

사례제시

11

개

11

개

사례분석
문제에

적용하기
일반화하기

성찰 및

공유하기

1차

전문가

타당화

사례 개발하기

20

개

20

개

학습모형(2차)

환자안전

오류사례

제시하기
근본원인

분석하기
공유하기
원칙화하기
성찰하기
사례종합하기
전시하기

2차

전문가

타당화

수업 안내

11

개

16

개

학습모형(3차)

사례 탐구

원인 분석

원칙화

성찰 및 공유

[표 Ⅳ-28] 연구단계 별 학습모형의 구성요소 및 수정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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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문가

타당화

수업 목표

확인하기

18

개

28

개

학습모형(4차)

사전지식

확인하기
사례 개요

파악하기
학습조직

구성하기
오류의 원인

찾기
환자안전이

핵심 요소

도출하기
사례 파악을

위한 질문 답변

만들기
오류예방 원칙

세우기
성찰하기

현장

적용

평가

수업 목표

확인하기

18

개

40

개

학습모형 (5차)

사전지식

확인하기
사례 개요

파악하기
학습조직

구성하기
사례 분석하기
환자안전요소

파악하기
사례 체험하기
환자안전 원칙

세우기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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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형의 가정 및 특징

본 학습모형은 의과대학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사례기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

업 진행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개발된 학습모형은 전반적인 절차만을 나타내는

개괄적 학습모형과, 세부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 학습모형의

두 가지 형태로 도출되었다. 본 학습모형의 주 사용자는 의과대학 학생의사를 대

상으로 환자안전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교수설계자 및 교수이다. 본 학습모형

을 활용함으로써, 사례기반학습을 환자안전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환자안전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 학습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에서 사례기반

학습이라는 수업 방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환

자안전지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장의 사례를 통한 맥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본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학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

육방법을 고찰 한 결과 사례기반학습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환자

형성적

수정

(4차

전문가

타당화)

사전지식

확인하기

18

개

43

개

최종학습개괄모형(6차) -

최종학습세부모형(6차) -

수업 목표

확인하기
학습조직

구성하기
사례 제시하기
사례분석

지원하기
환자안전요소

탐색 지원하기
사례기반

역할극

유도하기
환자안전원칙개

발 및 적용

촉진하기
성찰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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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학습모형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수업목표 및 사

전지식 확인하기와 같은 수업 실행의 기본적인 절차가 포함되지만 사례제시하기,

사례분석 지원하기, 사례기반 역할극 유도하기와 같이 사례기반학습의 요소가 주

를 이루고 있다. 또한 본 모형을 통해 실패사례와 성공사례 모두 활용할 수 있지

만, 특히 실패 사례 분석에 집중하여 학습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고, 추가 사례 학

습이 필요할 시 사례 분석의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여 모형을 순환적으로 설계하

였다.

둘째, 기존의 환자안전교육의 한계점이었던 교수자 개입 장치의 부재를 극복하

여, 교수자의 높은 수준의 개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습모형을 설계하였다. 사전

지식 확인하기 단계의 실행 지침에서 ‘환자안전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

해하지 못한 개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유도하며,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라

는 지침을 통해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안전요소 탐색 지원하기 단계에서 ‘핵심 사건 선

정 시 학생들 간 토의에 개입하여 무엇이 환자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적

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와 같은 지침을 제공하여 교수자가 개입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질문을 주저하는 분위기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의료 현장의 맥락을 고려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안전교육은 그 어떤 의학교육보다 실

제성이 강조되고 맥락을 통한 상황 학습이 필수적임에도 그 본질을 반영하지 못

한 채 이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학습모형에 의학교육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

엇보다 실제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을 실행하는 것 자체로써 의료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다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장의 상황을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

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원칙도출하기 단계에서 ‘의료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과의 연

계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찰하기 단계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

황을 제시하여 답하게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맥락을 고려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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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습한 사례의 이해를 확인하고, 지식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 활동

으로써 사례기반 역할극을 도입하였다. 본 학습모형에서는 학습 조직 구성 - 사

례 제시 – 사례분석 – 환자안전요소탐색 – 사례기반 역할극의 과정이 순환하

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특히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그룹 별로 분석하여 학습한 뒤

환자안전 요소를 교수자와 함께 탐색하는 과정 후에 사례기반 역할극을 통해 앞

서 학습한 사례를 심층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례기반 역할극은 조사위원회

와 의료진의 두 주체의 질의 응답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학습 방법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진다. 먼저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병원에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환자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수

를 줄이기 위해 수업 내용에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글

로 제시된 사례를 직접 역할극을 통해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해당 맥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사례 지식을 맥락적으로 기억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룹 활동 중심으로 학습모형을 개발하여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

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학습모형에서는 각 수업 절차 명 뒤에 I 또는

T라는 알파펫이 쓰여있다. 이는 개인(Individual)활동 및 그룹(Team)할동의 줄

임말로써, 각 단계가 개인 활동을 하는지 팀 활동을 하는지를 의미한다. 교수자는

이를 참고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룹 활동이 본격적으로 실행되

는 단계인 학습조직구성하기에서는 기존 임상 실습조를 활용하여도 되고, 그룹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인 사례제시 및 분석, 환자안전요소 탐색 그리

고 역할극의 단계는 그룹 내 협력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교육의 학습 목표인 팀워크 역량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으며 그룹원 간

의 활발한 논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동기 및 효과를 상승 시킬 수 있다.

나. 최종 학습모형과 학습모형에 대한 단계별 지침

본 학습모형은 수업의 전체 과정을 준비활동, 사례학습, 마무리활동으로 분류하

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 수업 목표 확인하기, 2) 사전지식 확인하기, 2) 학습조직

구성하기, 4) 사례 제시하기, 5) 사례분석 지원하기, 6) 환자안전요소 탐색 지원하

기, 7) 사례기반 역할극 유도하기, 8) 환자안전원칙 개발 및 적용 촉진하기, 9) 성

찰 유도하기의 9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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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준비활동에서 교수자는 수업목표 확인하기와 사전지식 확인하기 활동을

수행한다. 환자안전교육 주제와 수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환자안전교육

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과거에 학습했던 환자안전교육

주요 개념에 대해 질문하여 사전지식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준비를 마친다.

다음으로 사례학습 단계에서는 환자안전사례 탐구와 역할극을 중심으로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학습조직을 구성하는 활동이 실행된다. 하나의

학습 조직을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으로 구분하여 역할극을 준비한다. 다음은 사

례제시 단계로 사례의 개요를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질문 사항에 대

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때 제시하는 사례는 반드시 실패사례를 활

용하도록 하는데 이는 이후에 환자안전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성공사례도 사례 개요 제시시 모범적인 케이스로 제

시할 수 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실패사례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 시에는 반드시 실패사례를 1개 이상 개발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사례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뒤에 본격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조별 토

의를 통해 제시된 사례를 여러개의 핵심사건으로 나누고, 이를 시간 순서대로 배

열하도록 하여 사례를 분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세분화

한 핵심 사건을 하나씩 따져보며 환자안전요소와 관련되어있는지를 그룹 토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여 핵심 사건을 선정하도록 한다.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환자

안전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례 체험활

동을 실시하는데, 앞선 역할 분장을 토대로 하여 분석한 사례에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역할극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역할극을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체험을 통

해 사례를 맥락적 지식으로 전환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학습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추가 사례를 통한 학습이 필요한 경우 학습조직

구성하기 단계로 돌아가 수업 단계를 반복할 수 있다.

마무리 활동으로, 환자안전 원칙 도출하기와 성찰하기 단계가 진행된다. 환자안

전 원칙 도출 지원하기 단계에서는 앞선 사례 분석 과정을 돌아보고, 그룹 토의를

통해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생들이 환자안전 원칙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하여

야 하며 도출된 원칙이 의료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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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개발한 원칙을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지식을 확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구체적인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지를 학습자들에

게 제공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성찰활동이 이어지

는데, 해당 차시에서 학습한 환자안전교육 주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한 개방

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학습자들의 개인 성찰을 통한 반응을 종합 및

요약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학습 활동 결과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공유하도록 하며 수업이 마무리 된다.

학습모형에 대한 실행 지침은 학습모형의 9단계 및 하위 세부 단계 별로 구체

적이고 실제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세부 지침은 ‘예시 및 해설’의 형태로 각 단계

에 대한 정의문 하단에 삽입되어 있다. 학습모형을 단계 별로 실행 할 때 필요한

실행 지식과 구체적인 발문 및 숫자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수업 목표 확인하

기 단계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➀수업 방식, ➁수업 목표, ➂수업 주제, ➃수업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사전지식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환자안전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

시함으로써, 각 단계가 실제로 수업에 적용 될 때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는지 확인

하여 본 학습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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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최종 개괄적 학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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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최종 세부적 학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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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모형 세부 단계 및 지침

1. 수업 목표 확인하기

1-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및 수업방식 안내하기(I) : 환자안전교육에서 선정한 본시학습 주제를 확인하고, 진행될 수업

방식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예시

및

해설

- 학습자에게 수업 시작에 앞서 ➀수업 방식, ➁수업 목표, ➂수업 주제, ➃수업시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1-② 학습자의 사전지식과 흥미를 고려하여 동기 유발하기(I) :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을 고려한 자극자료를 제시하

여, 수업 전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예시

및

해설

- 학생의사의 학년을 고려하여, 학생의 지식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환자안전교육 자료를 선정한다.

- 자극자료는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현실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 환자안전교육이 의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2. 사전지식 확인하기

2-① 환자안전 지식 상기시키기(I) : 학생들이 환자안전교육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과거에

학습했던 환자안전교육의 주요 개념에 대하여 질문한다.

[표 Ⅳ-29]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 단계별 실행 지침(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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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 ‘환자안전의 개념은 무엇인가?’, ‘스위스 치즈모델이 위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인적요인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이 환자안전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에 대한 - 이

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 ‘틀린’질문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지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조

성한다.

2-② 환자안전 지식 강조하기(I) : 팀으로 일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적요인, 시스템적 사고 등 환자안전의 기본 개

념에 대해 상기시킨다.

예시

및

해설

- 학생들이 속해있는 환경(해당 대학 병원 및 주변 의료시설)과 연관지어 환자안전교육 이론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소통 실패로 환자가 피해를 겪은 사례를 들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개념을 설명

한다.

- 환자안전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해하지 못한 개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유도하며, 적시에 피드백

을 제공한다.

3. 학습 조직 구성하기

3-① 소그룹 구성하기(T) : 그룹 활동을 위해 전체 학급 학생을 4~6명 규모로 소그룹을 구성한다.

예시

및

해설

- 사전에 편성된 그룹(예: 임상실습 조)을 활용할 수 있다.

- 인원수는 역할극을 고려하여 4~6명으로 구성한다.

3-② 그룹 내 역할분담 촉진하기(T) : 각 그룹을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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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 하나의 그룹을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에게 역할극을 수행할 것임을 안내하고,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역할을 각각 설명한다.

* 조사위원회 : 의료사고 및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직

* 의료진 : 사건 또는 사고를 당한 환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료 종사자

4. 사례 제시하기

4-① 사례의 개요 안내하기(T) : 학생들에게 사례를 읽어보도록 한 뒤, 사례의 개요를 설명 해준다.

예시

및

해설

- 사례개요는 ➀환자의 증상과 ➁의사의 진단 및 ➂이후의 프로세스 등을 포함시킨다.
- 사례의 종류에는 ‘실패 사례’를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이후 사례 분석에 활용)

* 실패사례 : 기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환자안전원칙이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해 오류 또는 위해사건이 발

생한 경우

* 성공사례 : 환자안전 원칙을 철저히 지켜 위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사건

- 사례 선정 시 ➀자대 병원 사례 또는 ➁ 언론을 통해 알려진 유명한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4-② 사례 이해를 위한 부연설명하기(T) : 제시된 사례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구체적

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예시

및

해설

- 사례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오류 보고 과정’과 같이 학생의사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지만 환자안전에서 중

요한 원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 실패사례의 경우,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오류가 발생한 프로세스를 찾도록 유도한다.

- 성공사례의 경우, 환자안전의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

다.

- 사례에서 제시된 의료 프로세스 중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답

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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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분석 지원하기

5-① 사건 세분화 지원하기(T): 조별 토의를 통해 제시된 사례를 여러 개의 작은 핵심사건(event)들로 분류하도록 지도

한다.

예시

및

해설

- 학생들이 사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사례를 세분화 하는 것에 대해 시범을 보인다.

- 사례 시나리오의 각 문장에 슬래쉬(/) 표시 하여 핵심 사건을 작은 단위로 쪼개도록 한다.

* 문단의 슬래쉬(/)표시로 핵심 사건 구분 시 한 문장에서 두 문장 단위로 끊도록 지도한다.

5-② 오류 사건의 시간순 배열 지원하기(T) : 세분화 된 핵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한다.

예시

및

해설

- 세분화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조별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빈칸과 화살표를 활용한 학습지를 제공한다.

6. 환자안전요소 탐색 지원하기

6-① 환자안전 핵심 사건(event) 선정 지원하기(T) : 조별 토의를 통해 환자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핵심 사건을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예시

및

해설

- 낙상, 감염, 투약오류와 같이 단순히 의료 오류가 아니라, 환자안전이론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았을 때, 무엇

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핵심 사건 선정 시 학생들 간 토의에 개입하여 무엇이 환자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례분석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환자안전과 관련된 요소 선정을 도울 때, 이론적 조언과 현실을 반영한 조언

을 구분하여 제공한다.

* 이론적 조언 : 환자안전원칙에 따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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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위해사건에 대한 오류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현실을 반영한 조언 :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학생의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행

동

(예) 학생의사의 경우, 위해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 담당 교수에게 즉시 보고한다.

6-② 환자안전 문제점 발견 지원하기(T) : 각각의 사건과 연관된 환자안전의 이론(요소)을 상기시키고, 환자안전관점에

서의 문제점을 작성하도록 한다.

예시

및

해설

- 환자안전 문제점 예시

* 손씻기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 팀 내 다른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 알레르기에 대해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 환자에게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 학생들이 작성한 문제점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7. 사례체험 지원하기

7-① 역할극 시나리오(질문-답변)개발 지원하기(T) : 그룹 토의를 통해 앞서 학습한 사례를 상황극 시나리오로 작성하

도록 한다.

예시

및

해설

- 조사위원회가 질문을 하고, 의료진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역할극 시나리오의 질문 작성 시 5W1H(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역할극을 통해 학생 스스로에게 환자안전 지식과 기술을 반복적으로 적용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 의료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조사위원회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고, 환자

안전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질문을 개발하도록 한다.

- 의료진의 답변을 개발할 때에는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인 상황은 학생들이 구성하도록 한다.

* 질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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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조사위원회
Ÿ 신체 진찰시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Ÿ 채혈 전 환자 확인은 방식으로 하셨나요?

Ÿ 왜 환자는 채혈을 거부했나요?

➁ 의료진
Ÿ 손소독제를 펌핑 한 번 해서 문질렀어요.

Ÿ 침상에 이름표 확인했어요.

Ÿ 그냥 환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안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말을 안했어요.

7-② 조사위원회-의료진 역할극 하기(T) :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시나리오를 차례로 읽으며 역

할 놀이를 하도록 지도한다.

예시

및

해설

-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각각의 입장에 서서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간접적인 체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개발한 시나리오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실제 대화하는 것과 같이 역할극을 수행하도록 한다.

8. 환자안전 원칙 도출 지원하기

8-① 환자안전원칙 도출하기(T) : 앞선 사례 분석과 연관지어, 그룹 토의를 통해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시

및

- 환자안전원칙은 의료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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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X-ray 검사실 등으로 이동할 때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치매 환자의 경우 이성적 판단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환자안전원칙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이론과 연관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예시)

* 이 곳 환자들에게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 어떻게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 이 상황에서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X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누가 이 상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다음에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8-② 유사 상황에 원칙적용 촉진하기 :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여 스스로 개발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유

도한다.

예시

및

해설

-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사건유형, 환자특성, 의료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질문을 제시한다.

- 자신이 세운 환자안전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 질문 예시 : 당신은 현재 두 사건의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은 병원장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

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9. 성찰 유도하기

9-① 개인성찰 유도하기(I) : 해당 차시 주제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개인 성찰을 유

도한다.



- 156 -

예시

및

해설

- 질문을 제시할 때에는 개방적인 물음으로 끝나고, 환자안전개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도록 한다.

(예시)

* ‘인적요인(human factor)‘의 의미는 무엇이고, 인적요인은 환자안전에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는가?

* 감염 예방을 위해 의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학습자의 과거 의료경험, 앞으로 있을 의료 현장의 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인 성찰을 통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종합 및 요약하여 제공한다.

9-② 결과공유 유도하기(I) :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결과(학습지)를 게시한다.

예시

및

해설

- 대학 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게시판을 활용한다.

- 수업 후에도 수업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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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학습모

형을 사례기반학습원리를 도입하여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목적을 지

닌다. 문헌고찰을 통해 초기 모형을 도출하고 4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총 4차례에 거쳐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교수자

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모형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

여 개선된 학습모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최종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학습모

형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바

탕으로 이에 대한 논의사항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과 수업설계

도출된 학습모형과 교수자의 수업설계를 연관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안전교육을 사례기반학습을 바탕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반드시 환

자안전 기본개념에 대한 사전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사례기반 환자안전교

육의 목표는 환자안전 기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환자안전지식의 확장이며

적용이다. 실제 의료 현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지식 중 하나가 환자안전교육

인만큼 환자안전교육에서 실제 현장으로의 지식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실행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례기반학습을 도입한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환자안전 기본지식이 갖추어져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기초적으로 갖춰져 있는 환자안전지식이 없으면

이를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적용하는 학습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지식의

습득을 위해 강의식 수업을 활용하여 환자안전교육의 기초 개념 등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학습모형은 수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과정을 연속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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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있지만, 비교적 동시에 각각의 절차가 수행되며 수업 상황에 따라서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요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설계의 전문성에 따라 제

시된 각 단계의 순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교수자의 경우 자

신의 경험과 관점에 기초하여 모형에서 제시한 세부 단계와 활동을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사례기반학습을 환자안전교육에 처음 적용 해보고자 하는 교사나 교수

설계자의 경우에는 일단 본 모형에 안내된 단계 별 절차에 따라 수업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모형은 수업 전체를 체제적 관점에서 순환적이

고 동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업 설계 시 교수자의 요구나 수업 상황에 따

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존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과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맥락에서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하여 환자안전교육을 실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학습모

형과 실행지침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습모형과 구분되는 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모형은 교수자가 수업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처방적 성격을 지닌다. 선행문헌고찰에서 기 개발된 사례기반

학습모형의 경우 특정 맥락에서 개발된 사례기반 학습모형임에도 그 절차가 다른

맥락에서 적용 가능할 정도로 일반적이기 때문에(곽호숙 외, 2009; 김동렬, 2003;

Williams, 1992; Barton, 2008; 김용삼, 2007; 이은혜, 2017) 단순 도구나 처치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모형의 경우에는 각 단계가 의과대학과 환자안전교육 맥락

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실행 지침을 개발할

때, 교수자의 수업 실행에서의 막연함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각각의 세부 단계별

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지침을 제시하여 지침의 처방성 또한 높다. 추가적인 안내

나 도움 없이 본 학습모형과 지침만을 통하여 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이고 처방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기존 모형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4회의 걸친 전문가 타당화와 외적타당화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학습모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기존 학습모형과는 차별

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검토를 통해 초기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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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해 학습모형 프로토타입을 도출하였다. 이 프로

토타입을 바탕으로 하여 의학교육전문가 1인에게 교수설계와 실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반응을 확보하여 학습모형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학습모형

에 대하여 1차례 더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으며, 이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

하여 최종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4번의

내적 타당화 과정과 1번의 외적 타당화 과정을 통하여 학습모형은 현장의 상황을

포함하고, 실제적으로 수업 실행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꾸준히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높은 현실성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모형과 상세 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한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에 대한 반응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학습모형을 실행한 후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습모형의 단계의 순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사례제시 단계 전

학습조직 구성하는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사례분석

을 그룹 토론을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사례를 최초로 제시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룹을 구성하여 분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역할극을 실시할 때, 조사위원회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의과대학 학생 의사로서, 실제 의료 현장을 제대로 관찰하고 경험해

볼 기회가 적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과오와 이러한 과오에 대

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학습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감정 및 인

지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자는 조사위원회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학습자의 수준을 배려하여 안전한 언어로 정확

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의료 과오를 범한 사례를 제공 시 출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한다. 본 학습모형을 적용하여 외적 타당화 실시를 하였을 때, 개발된 수

업 사례는 교수자의 실제 사례이었다. 그런데 의료 오류가 발생한 실패 사례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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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의 실제 사례라고 수업 중 밝힌 결과, 학생들이 쉽게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소극적인 수업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

발된 수업 사례가 교수자의 사례라면 출처를 제공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한 학생이 속한 대학 병원의 사례인 경우에도 학생이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출처 제공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사례 분석 시 장비요인, 프로세스 요인, 환경 요인 등과 같이 환자안전 오

류의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

전 선제적으로 유목과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안전교육에서 강

조하는 원인분석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를 학생들에게 사전지식으로 제공하고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후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의사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

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장비요인, 프로세스 요인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

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환자안전교육은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새로운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이며, 2020년도 추계 의학교육학회의 핵

심 주제가 환자안전교육일 정도로 새로운 도입과 함께 의학교육에서 관심이 높은

주제이다. 그러나 현재 보고된 환자안전교육 국내 사례는 4개 대학에 그치며, 환

자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도출한 학습모형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교육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사례기반학습을 도입하였

다. 사례기반학습은 학습자 중심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상적이기 보

다는 구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맥락적 지식 습득에 최적화되어 있다. 사례

기반학습은 교육학에서 등장한 지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학습모형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환자안전교육에 적합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은 부재하였다. 기존

에 존재하는 모형의 경우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실제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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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교수자가 높은 수준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특성을

간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학습모형에서는 환자안전교육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사례기반 학습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환자안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환자안전교

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교수설계자의 총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

해 상세 지침을 도출함으로써 의학교육과 교육공학분야에서 학습모형에 관한 이

론적 지식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 사례기반학습은 의과대학에서 많이 쓰이는 수

업 방법이지만, 환자안전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

로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본 학습모형은 수업 설계 및 실행을 위해 의과대학 맥

락에서 교수설계자와 교수자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상세히 제공

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 맥락에서 교수자가 사례기반의 환자안전교육을 설계

할 때, 본 모형은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의학교육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례기반학습 중심 학습모형을 체계적

으로 개발하여 제안 함으로써, 환자안전교육이 단순 지식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실행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 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안전교육에 적합한 수업 방법과 선행 연구 자료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초기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4차례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학습모형이 도출하였으며, 기존 환자안전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환자안전교육이 기존에는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과, 현

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단순 지식을 맥락적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학습모형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교육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수업이 확산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학습모형 제시를 통해 환자안전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실천적 교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안전교육 시 교수자가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본 학습모형에서는 사례기반 환자안전교육의 효

과적인 설계와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세부 실행 지침을 제공한다. 학생의사

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교육을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 할 때, 어떠한 수업 자료

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본 학습모형과 상세 지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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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역할극을 사례기반학습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안전교육 방법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제언

본 연구의 진행 및 해석 과정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모형은 일개의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대해서만 제한

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과 1학년, 2학년 학생 등 다른 사전지식 수준을 가

지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형 적용의 차이점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모형의 일반화를 위해 일개 대학을 넘어서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학습모형을

적용해 보고 그 반응 및 수정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자안전교

육 가이드북(WHO)에는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에 있어서 표준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학습모형을 활용하여 어떠한 표준적인 커리큘럼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학습모형은 환자안전교육의 기본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사전학습이 수

행되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사전학습을 포괄하고, 팀워크 및 질 향상과 같은

다른 환자안전교육의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보다 총괄적인 학습모형에 대한 가

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초기 본 학습모형을 개발할 때, 국내외 대학의 환

자안전 커리큘럼과 핵심 주제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분석한 모든 주제를 하나의

학습모형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포괄적인 학습모형을 개발하다고 하

여도 환자안전교육의 다양한 주제 별로 최적의 수업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효

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자안전교육의 기초 개념 및 용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하였다고

가정하고, 감염 및 투약오류와 같은 맥락이 중시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통

해 학습하는 학습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

어지지 않은 팀워크와 질 향상과 같은 정의적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모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적 타당화에서 수업 실행 전후 환자안전의 역량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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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전·사후검사 척

도와 검사지를 개발하였지만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수업이 일

회성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80분의 수업 이후 같은 문항으로 환자안전역량 변

화를 측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학습모형을 활용

한 수업을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한 후, 환자안전교육 역량의 변

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맥락의 환

자안전교육 영역을 특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평가를 통한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의 확장 및 체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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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연구참여자 모집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개발

연구 책임자명 

고보경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지도교수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자안전교육을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업 지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데 

환자안전을 내용으로 한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학습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1) 학습자

- 만 18세 이상으로 법적으로 성인이며,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의과대학의 본과 2학년 과정까지 마친 학생

-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 

- 연구 참여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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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자 

- 만 18세 이상으로 법적으로 성인이며,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인 자

- 연구 참여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이 없는 자

참여 내용 :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먼저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설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설문 문항은 

환자안전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같은 

문항에 대한 설문을 수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한번 더 실시하게 됩니

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전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이 진행

됩니다. 또 수업 후에 실시하는 면담은 녹음 될 예정입니다.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20. 4. 1 (수) ~ 2020. 09. 1 (화)

 2) 장소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참여 시 사례 :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3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참여 방법 : 연구자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면, 개별 연락 후에, 심층 

면접에 대한 일정을 정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고보경  전화번호:  +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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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자용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학생) 

연구 과제명 :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개

발

연구 책임자명 : 고보경(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학습모형을 개

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

다. 귀하는 의과대학의 학생이시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

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고보경연구원(고보경,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

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

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

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

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

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

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환자안전교육을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

한 수업 지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데 환자안전을 내용으로 한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학습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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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만 18세 이상의 성인 50명 (교수자 3명, 학습자 47명)이 참여 할 것입니

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먼저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설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설문 문항은 

환자안전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같은 

문항에 대한 설문을 수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한번 더 실시하게 됩니

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전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이 진행

됩니다. 또 수업 후에 실시하는 면담은 녹음 될 예정입니다. 면담

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4~5명의 소그룹별로 FGI를 실시하며 1회 

면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자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의 면담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회차당 20

분정도로 예상하며 3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자료는 기록 

자료의 해석을 위해 사용되며, 이에 대한 목적을 다하는 동시에 

폐기될 예정이며, 고보경(연구책임자)과 임철일(지도교수) 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외장하드에 보관될 것입니다. 이때 개인 

식별자료는 연구 과정 중 연락을 위함으로 연구가 끝나는 즉시 폐

기될 것이며, 그 외 비식별 자료는 연구 종료 후에도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 기간은 수업이 시작하는 4월 초순부터 수업이 종료시점인 4월 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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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개월 뒤인 5월 말까지입니다. 사전 설문, 사후 설문, 사후 만족도조

사의 경우 20분 내외로 이루어지며, 사후 면담의 경우 개인당 20분~30분

이 소요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

료는 중도에 연구 진행을 그만 둘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

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하차 이전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면담 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설문이나 면담을 실시하는 중

에 불편함 등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도록 연구자는 지속적

으로 위 사항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면담의 내용이 학업의 성적과 연관되는 일은 없으며, 연구자와 운



- 178 -

영자는 모든 내용을 비밀에 붙일 것입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고보경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

는 개인정보는 나이, 성별, 연락처, 학력, 소속과 직책 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관리책임자 고보경과 지도교수 임철일에게만 허락되며, 외

장하드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연구자와 지도교수에게만 접근 가능한 방

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개인식별정보인 연락처는 수집 목적 달성 

후 파기될 예정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

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

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

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

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

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오직 연구과정에서 정

보 식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3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

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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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고보경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연구참여자용 설명문(교수) 

연구 과제명 :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개발

연구 책임자명 : 고보경(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학습모형을 개

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

다. 귀하는 의과대학의 교수이시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

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고보경연구원(고보경, 

01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

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

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

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

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

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

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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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환자안전교육을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

한 수업 지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데 환자안전을 내용으로 한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학습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만 18세 이상의 성인 50명(교수자 3명, 학습자 47명)이 참여 할 것입니

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먼저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설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설문 문항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의 이해도와 실제 적용에 있

어서의 유용성, 편리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또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는데, 이는 녹음 될 

예정입니다. 1회 면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자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의 면담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

담은 회차 당 20분정도로 예상하며 3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자료는 기록 자료의 해석을 위해 사용되며, 이에 대한 목적

을 다하는 동시에 폐기될 예정이며, 고보경(연구책임자)과 임철일

(지도교수) 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외장하드에 보관될 것

입니다. 이때 개인 식별자료는 연구 과정 중 연락을 위함으로 연

구가 끝나는 즉시 폐기될 것이며, 그 외 비식별 자료는 연구 종료 

후에도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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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 기간은 수업이 시작하는 4월 초순부터 수업이 종료시점인 4월 말보

다 1개월 뒤인 5월 말까지입니다. 사전 설문, 사후 설문, 사후 만족도조

사의 경우 20분 내외로 이루어지며, 사후 면담의 경우 개인당 20분~30분

이 소요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

료는 중도에 연구 진행을 그만 둘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

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하차 이전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면담 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설문이나 면담을 실시하는 중

에 불편함 등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도록 연구자는 지속적

으로 위 사항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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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면담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와 운영자는 모든 내용을 비밀에 붙일 

것입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고보경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

는 개인정보는 나이, 성별, 연락처, 학력, 소속과 직책 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관리책임자 고보경과 지도교수 임철일에게만 허락되며, 외

장하드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연구자와 지도교수에게만 접근 가능한 방

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개인식별정보인 연락처는 수집 목적 달성 

후 파기될 예정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

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

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

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

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

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오직 연구과정에서 정

보 식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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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3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

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고보경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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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개발

연구 책임자명 : 고보경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기록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 195 -

동  의  서 (연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사례기반학습을 활용한 의과대학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개발   

연구 책임자명 : 고보경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기록)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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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개발 전문가 검토 설문지(1차)

I. 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본 설문은 개발된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하며, 수정 및 보완 의견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문가 프로파일: 작성해 주시는 '성명'과 '소속'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될 것이

며, 연구 논문에는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분야, 최종학력, 직책과 경력 부분만

포함될 것입니다.

2. 연구소개: 연구 목적을 간략히 설명 하였습니다.

3. 타당성 검토 설문 문항: 학습모형 전반, 개별 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구성됩니다.

각 설문 별 추가의견 및 제언 파트에서는 연구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설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매

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 고보경

010-****-****, bk_go@snu.ac.kr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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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과 직책: ∙ 최종학력 : ∙ 전문분야(복수가능) : ∙ (전문분야) 경력 : 

II. 연구소개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사례기반학습

중심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학습모형을 도출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최종 학습모형을 도출합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학습모형에 대한

외적 타당화를 위해 개발된 학습모형을 기반으로 실제 수업을 운영해 보고, 학

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평가하여 최종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최적의 환자안전

교육 학습모형을 도출하게 됩니다.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초기 환자안전교육

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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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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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세부단계 단계 별 지침 예시 참고문헌

1.

문

제

와

사

례

제

시

① 동기부여하기

② 학습목표 제시

하기

③ 문제제시하기

④ 사례제시하기

① 동기부여하기 :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라

- 학습자가 사례분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 안내를 제공하라

ü 감염관리와 예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문제제시 (김용삼, 2007)
§ 사례를 통해 문제 만나기(곽호숙, 

2009)
§ 사례제시(임철일, 2006
§ 사례읽기(김동열, 2003)
§ 관련자료 학습 후 사례 다시읽기(김

동열, 2003) 
§ 도입(김정아, 2015)
§ 사례제시(김정아, 2015)
§ 문제파악하기(Mauffette-Leenders 

& Erskine, 1997) 

② 학습목표 제시하기 :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하라

- 학습자가 사례분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

한 문장으로 제시하라

ü 학습목표 :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오염과 감염

의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해

한다.

③ 문제제시하기 : 학습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

라 (김용삼, 2007)

- 감염 예방과 관리의 방법, 투약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침습적 절차란 무엇인가와 같은 환자안전을 이루기 위한

포괄적인 질문을 제시하라

ü 문제 : 감염 관리와 예방

의 방법은 무엇인가?

④ 사례제시하기 : 문제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라 (임철

일, 2006)

- 문제와 관련된 상황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시

하라

- 사례를 제시할 때에는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이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 사례를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

ü 문제와 관련한 사례제시

: 혈액에 젖은 혈압 커

프 (부록 참조)

2. ① 사례분석 틀 ① 사례분석 틀 제공하기 : 사례분석 질문을 제공하라 (임 ü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 사례분석하기(Williams, M., 1992)

<표 1> 환자안전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세부 단계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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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분

석

제공하기

② 사례분석 유도

하기

철일, 2006)

- 사례 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환자의 관점에서 규

명된 핵심 이슈, 환자안전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된 사례

분석 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라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ü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

가?”

ü “환자안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을

까?”

§ 사례분석하기(Barton, 2008)
§ 사례분석(임철일, 2006)
§ 개별탐구(임철일, 2006)
§ 분석(김동열, 2003)
§ 개별 사례분석 (김정아, 2015)
§ 상황 분석(Mauffette-Leenders & 

Erskine, 1997)
② 사례분석 유도하기 : 질문을 중심으로 사례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라 (임철일, 2006; Barton, 2008; 김

동열, 2003)

- 사례분석 틀을 중심으로 조별 논의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

금 단계별로 사례 분석을 하도록 유도하라

ü “위 질문들에 대해 조별

로 토의해 봅시다. 혈액

이 묻은 혈압 커프의 재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절

차는 무엇일까?”

3.

문

제

에

적

용

하

기

① 문제 상기시키

기

② 문제 해결하기

① 문제 상기시키기 : 학습자에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상

기시켜라

- 학생들로 하여금 사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시각

적으로 상기시켜라

ü 문제 : 감염 관리와 예방

의 방법은 무엇인가?

§ 그룹 별 사례분석(Williams, B., 
2005)

§ 브레인스토밍 (Williams, B., 2005)
§ 토의를 통한 해답 수정(Barton, 

2005)
§ 예비답안 세우기(Barton, 2008)
§ 팀별활동(임철일, 2006)
§ 결론제시(임철일, 2006)
§ 협력학습(김동열, 2003)
§ 문제 해결하기(곽호숙, 2009)
§ 결론내리기(곽호숙, 2009)
§ 팀별활동(김정아, 2015)

② 문제 해결하기 :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론을 통

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라 (Williams, B., 2005; 

Barton, 2008; 곽호숙, 2009; 임철일, 2006)

- 조별 토의를 통해 앞선 사례 분석의 가능한 해결책, 해결

책이 갖는 기대효과, 해결책의 장점과 제약점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라

-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 앞선 단계인 사례

분석을 다시 시도하도록 하라

ü “위 사례에서 감염을 예

방의 방법은 무엇이 있었

을까?”

ü “그 해결책을 실제로 실

행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

을까?”

ü “우리 조가 제시한 해결

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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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반

화

하

기

① 의료상황에 일

반화하기

① 일반화하기 : 문제를 의료상황에 일반화하도록 유도하

라 (김용삼, 2007; Williams, B, 2005)

- 학습자로 하여금 이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의

료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일반화된 지

식을 정리하도록 하라

ü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ü “내가 경험한 의료현장에

서 감염예방과 관리 시스

템은 어떠한가?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까?”

§ 일반화 적용(김용삼, 2007)
§ 일반화 및 특정 상황에 적용

(Williams, B., 2005) 

5.

성

찰

및

공

유

하

기

① 분석결과 공유

하기

② 성찰문 작성하

기

① 분석결과 공유하기 : 분석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라 (임

철일, 2007; Barton, 2008; 김정아, 2015)

- 그룹별 최종 방안은 구성원들 간의 합의 후에 발표하도록

하라

- 합의된 사례분석 결과에 대해 서로 피드백하고 이를 통해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사례가 주는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라

ü “조별로 사례분석 내용

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

표해 봅시다.”
§ 과정 및 결과 평가(임철일, 2007)
§ 분석결과 공유(Barton, 2008)
§ 의사결정 결과 발표(Barton, 2008)
§ 결과발표 및 토의(김정아, 2015)
§ 성찰(김동열, 2003)
§ 성찰하기 (김근재,2019) 

② 성찰문 작성하기 : 반성적 진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라

(김동열, 2003; 김근재, 2019)

-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제공하라

- 학습자의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라

- 학습자의 개인적 지식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라

- 자기평가, 동료평가 설문지를 제공하라

ü “성찰일지를 작성해 봅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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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타당성 검토 문항

다음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설문

구분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설
명
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타
당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요소로써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유
용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보
편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
해
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추
가
의
견 
및 
제
언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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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 절차에 대한 설문

다음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별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모형의 요소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문제와 사례제시

1. 동기부여 ① ② ③ ④
2. 학습목표 제시 ① ② ③ ④
3. 문제제시 ① ② ③ ④
4. 사례제시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2. 사례분석

1. 사례분석 틀 제공 ① ② ③ ④
2. 사례분석 유도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3. 문제에 적용하기

1. 문제 상기시키기 ① ② ③ ④
2. 문제 해결하기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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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일반화하기

1. 의료상황에 일반화하기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5. 성찰 및 공유하기

1. 분석결과 공유하기 ① ② ③ ④
2. 성찰문 작성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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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본 학습모형의 예시에 활용된 사례 
n 사례 1 : 혈액에 젖은 혈압 커프

ü 이 사례는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또한, 사람들이 질

병 전파의 가능성 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 Jack(28세)과 Sarah(24세)는 시멘트 기둥에 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Jack은 심

한 상해를 입었고, Sarah는 차의 유리 파편에 의해 상체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갔

다. 외상진료센터에 도착했을 때 Jack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Jack의 혈압을 측정하

고 난 뒤, 짜낼 수 없을 정도로 혈압 커프에 혈액이 완전히 흡수되었다. Jack은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하였다. Sarah도 Jack이 치료 받은 외상진료센터로 실려 왔다. Jack의 혈

압을 쟀던 피 묻은 혈압 커프로 Sarah의 혈압을 측정했다. 한 간호사가 피에 젖은 혈압

커프 로 2명의 환자의 혈압을 측정했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다른 직원들은 이 사실을 대

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 주 가 지난 뒤 법의학자는 서신을 통해 Jack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B형 간염 바이러스(HBV) 양성 환자이며, 자살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알려 왔다.

출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Web M&M: mortality and morbidity

rounds on the web(https://psnet.ahrq.gov/webmm/case/12/bloody-bp-cuff; accessed 1

July 2016).

n 사례 2 : 아동의 정맥주사 삽입 부위를 확인하지 않음

ü 이 사례는 의료관련감염(HCAI)이 환자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

§ 금요일 저녁, 한 남자가 두 살짜리 딸 Chloe를 지역병원 응급실에 데려왔다. Chloe는 최

근에 '기침 감기 (chesty cold)'로 인해 외래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Chloe를 입원하도록 하였다. Chloe의 왼쪽 발등에 정맥 캐뉼라(IV

cannula)를 삽입하고 고정테이프를 붙였다. Chloe는 주말 동안 간호직원, 일반의, 내과

방문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동으로 입원하였다. 유아의 피부손상이 8시간에서 12

시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위험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8시간이

지난 일요일 저녁까지 정맥 캐뉼라(IV cannula) 삽입 부위를 점검하지 않았다. 왼쪽 발

꿈치 쪽 에 피부 괴사가 생겼고, 이후 왼쪽 발등에는 궤양이 생겼다. Chloe는 퇴원 후에

외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어린이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Chloe는 힘든 경험으로 인해 행동문제까지 생겼다.

출처: Case studies-investigations.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Annual Report 1999-200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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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개발

전문가 검토 설문지(2차)

I. 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 소속과 직책: ∙ 최종학력 : ∙ 전문분야(복수가능) : ∙ (전문분야) 경력 : (   )년

본 설문은 개발된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수정

및 보완 의견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설

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본 설문지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문가 프로파일: 작성해 주시는 '성명'과 '소속'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논

문에는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분야, 최종학력, 직책과 경력 부분만 포함될 것입니다.

2. 연구소개: 연구 목적을 간략히 설명 하였습니다.

3. 타당성 검토 설문 문항: 학습모형 전반, 개별 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구성됩니다. 각 설문

별 추가의견 및 제언 파트에서는 연구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

면 됩니다.

설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 고보경

010-****-****, bk_go@snu.ac.kr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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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소개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사례기반학습 중심 학습모

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선

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학습모형을 도출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최종 학습모형을 도출

합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학습모형에 대한 외적 타당화를 위해 개발된 학습모형을 기반으로

실제 수업을 운영해 보고,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평가하여 최종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최적의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을 도출하게 됩니다.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초기 환자안전

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을 도출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한 2차 사례기반

학습 학습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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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1. 사례개발하기 2. 환자안전

오류사례제시하기

3. 근본원인분석하기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하기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③ 환자안전오류사례제시

4. 공유하기

5. 원칙화하기

6. 성찰하기

8. 전시하기

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선정하기

② 환자안전 사례 개발하

기

③ 사례분석 틀 개발하기

① 문제현상 정의하기

② 문제 분석을 위한 흐름도 제작하기

③ 근본원인 규명하기

7. 사례종합하기

① 정리한 내용 게시하기

② 다른 조의 결과 확인하기

③ 교수자의 결과 종합하기

① 근본 원인을 토대로 오류사례에 대해

개선 전략 도출하기

② 환자안전사고 예방법 원칙화하기

① 조별로 예방법 정리하기

② 개인 성찰하기

① 오류사례로부터 학습한 내용 정리하

기

② 의료현장에서 원칙 준수 상기시키기

③ 다음 차시 예고하기

① 학습 결과물 전시하기

[그림1]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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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타당성 검토 문항

다음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설문

구분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설명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타당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요소로써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유용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보편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해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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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 절차에 대한 설문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초기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을 도출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한 

2차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은 앞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으며, 이 모형의 절차 별 상세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안

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의 단계별 지침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별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하는 곳에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단계) 세부단계 단계별 지침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사례개발하기

① 환자안

전교육 주

제 선정하

기

1.1. 학생들이 겪을 의료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주제를 선정하라 ① ② ③ ④
1.2. 환자안전교육 주제 ‘오류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주제를 선정하

라
① ② ③ ④

1.3. 예를 들면 투약오류, 침습적 절차, 감염 예방과 관리 등의 주제를 선정하

라
① ② ③ ④

② 환자안

전 사례 개

발하기

1.4. 오류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가 아닌 실패 혹은 사고 사례를 활

용하라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 사례는 근접오류나 위해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

- 사례 개발 시에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표 1> 환자안전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2차) 개별 절차 타당성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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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사 등 다른 보건인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환자안전교육의 주제와 일치하는 사례를 개발한다.
1.5. 사례는 이해해기 용이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사례는 과거동사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 사례의 제목을 기술한다.

- 사례는 사건 발생의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다.
③ 사례분

석 틀 개발

하기

1.6. 환자의 관점에서 확인된 핵심 이슈, 본 사례의 맥락에서 환자안전 실천

방안, 사건 흐름도, 근본원인 분석 틀, 환자안전 개선 및 예방 실천 전략으로

구성된 사례분석을 위한 학습지를 제작하라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2. 환자안전

오류사례제시하

기

① 동기부

여 및 학습

안내 하기

2.1. 학습자가 사례분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자극자

료를 제시하라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영상 자료나 사진 등의 시각적으

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자극 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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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 본시 학습의 수업 진행 방식과 수업 주제에 대해 학습자에게 안내

한다.

- 예를 들어 ‘감염 관리와 예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환자안전에 있

어서 왜 중요한 것인지와 관련된 영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

해 준다.
2.2. 학습 주제와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감염 관리와 예방 방법’과 같이 학습 주제를 제시한다.

- 학습자가 사례분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한 문장으

로 제시한다.

- 학습자에게 오류사례분석을 통해 학습 목표를 이룰 것임을 안내한

다.

- 학습목표를 칠판이나 스크린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명확한 문장으

로 보여주어 내용을 전달한다.

② 학습 조

직 구성하

기

2.3. 사례분석을 위한 학습 조직을 구성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임상실습에서 활동하는 조에 따라 수업 내 소그룹을 구성 한다.

- 팀원 개인 별 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팀장, 서기 등)

③ 환자안

전 오류 사

례제시

2.4. 주제와 관련된 사례 시나리오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학습자들에게 주제와 연관된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 서면으로 사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두로 설명을 하여 학습자들의

인지부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라
2.5. 사례를 제시할 때에는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사례를 제공하면서 학습자에게 자신의 임상 경험과 연관 지어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을 제공 한다.

- 예시 : “본 사례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주변 의료인의 경험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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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생각해 봅시다.”

추가의견 및 제언:

3.

근본원인분석하

기

① 문제현

상정의하기

3.1. 환자의 관점에서 규명된 핵심 이슈, 환자안전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된

사례분석 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오류사례분석에 도움을 주는 단계별 문항(환자의 관점에서 확인된

핵심 이슈, 본 사례의 맥락에서 환자안전 실천 방안, 사건 흐름도,

근본원인 분석 틀, 환자안전 개선 및 예방 실천 전략)으로 구성된

학습자료(학습지)를 제공한다.

- 학습자에게 사례 자체와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질문을 유

도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부연설명을 해 준다.

3.2. 문제가 왜(Why) 일어났는지가 아닌, 무슨 일(What)이 일어났는가에 초점

을 두고 문제 현상을 정의하도록 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오류사례를 읽고,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

가 발생했는지’ 적어보도록 유도한다.

- ‘누가’ 문제를 발생시켰는지가 아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중심

으로 문제현상을 정의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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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간에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 발생 순서도를 작성하

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시간에 흐름’에 따라 핵심 이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 ‘환자의 관점’에서 발생되었던 핵심 사건을 기술한다.

보호자가 간호

사에게 환자 목

욕시키겠다고이

야기함

보호자가 목욕

욕품 챙김

환자는 휠체어

타고 보호자와

목욕실로 이동

보호자가 수건

가지러 간 사이

에 환자가 휠체

어에서 일어남

환자가 휠체어

에서 낙상함

1 2 3 4 5

② 문제분

석을 위한

흐름도 제

작하기

3.4 흐름도(flow chart)를 활용해 문제분석을 하도록 유도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사건발생 순서도 하위에 사례에서 발견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의 원인을 기술하라

- 본 예시와 같이 흐름도(flow chart)를 작성하고 난 후 CF(Casual

Factor, 원인요소)를 그 위에 표기도록 하여 핵심 원인을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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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본원

인 규명하

기

3.5. 인과관계도(Fishbone Diagram)을 활용하여 사건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근본원인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예상 요인(인적 요인, 프로세스 요

인, 장비 요인, 환경 요인)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인적 요인, 프로세스 요인, 장비 요인, 환경 요인의 의미를 설명한

다.

- 원인 분석에 필요한 요인을 학습자가 직접 선정하여, 인과관계도

를 완성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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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견 및 제언:

4. 공유하기

① 정리한

내용을 벽

면에 게시

하기

4.1 앞선 근본원인분석의 내용들을 가시화 하여 조별로 벽면에 게시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전지, 포스티잇을 활용하여 근본원인 분석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

라

-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 학습지의 내용을 전지에 옮기는 활동을

생략하고, 학습지 자체를 게시하도록 한다.

- 모든 수강생이 이동하여 다른 조의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벽면에

학습지를 게시한다.

② 다른 조

의 결과 확

인하기

4.2. 개인별로 이동하여 벽면에 부착된 다른 조의 결과물을 확인하도록 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다른 조의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우리 조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도록 하라

- 다른 조의 의견 중 배울 점이 있는 경우, 학생으로 하여금 메모하

도록 하라

- 메모한 내용을 조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③ 교수자

의 결과 종

합하기

4.3. 교수자는 벽면에 게시된 조별 결과물을 확인한 후 환자안전관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예시 - 환자의 관점에서 확인된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본 사례의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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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

설

서 환자안전 실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을 무엇인지, 사건 흐름도는 어

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작성하였는지, 근본원인 분석에서 나온 의견은

무엇인지, 종합하여 제시한다.

- 그 밖의 학생들의 수행 중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추가로 안내

한다.

추가의견 및 제언:

5. 원칙화 하기

① 근본원

인을 토대

로 오류 사

례에 대해

개 선 전 략

도출하기

5.1. 환자안전 오류 사례에 대한 개선전략 작성의 원칙을 제시하라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개선전략 작성 시 근본원인을 모두 포괄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 개선전략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개선전략은 측정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개선전략은 현실적으로 작성되도록 지도한다.

② 환자안

전사고 예

방법 원칙

화 하기

5.2. 개발한 개선전략을 바탕으로 환자안전 예방 실천 계획표를 작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법을 원칙화하라 ① ② ③ ④환자안전 예방 실천 계획표
번호 실천 계획 구체적인 방안

1
휠체어 낙상 예방 관리

교육프로그램 구축

1. 휠체어 낙상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 구축



- 218 -

ü 출처 : 환자안전 주의경보[부록] 의료기관의 낙상 예방활동 사례

(보건복지부 외 2기관, 2016)

2. 직원 낙상예방관리 교육

실시

3. 환자 및 보호자 낙상 예방

관리 교육실시

2
낙상예방활동 증진을 위

한 부서 특성화 교육

1. 낙상예방활동에 대한 부서

별 특성화 교육 실시

- 병동, 외래, 영상의학과,

물리치료실 등

- 의사,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 역할 강화

3
낙상예방활동 증진을 위

한 홍보

1. 환자안전 위원회 및 부서

장 회의를 통한 홍보

2. 뉴스레터 및 직원 포털사

이트를 통한 홍보

3. 낙상예방 포스터 제작

추가의견 및 제언:

6. 성찰하기 ① 조별로 6.1. 조별 최종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라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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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정

리하기

예시

및 해

설

- 학생들의 특성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발표 방식(조별 발표, 전지

등을 활용한 교실 게시 후 개인적으로 돌아보기 등)을 결정하라

6.2. 다른 조의 개선 및 예방방법을 확인하고, 자신의 속한 조의 방안과 비교

도록 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조별 발표를 듣거나, 벽면에 게시된 조별 게시물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다른 조의 예방 방법을 확인하도록 유

도한다.

- 본인이 속한 조와 다른 조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도록 한

다.

② 개인 성

찰하기

6.3. 학습자의 환자안전교육 주제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이번 수업으로 느낀 점은 무엇인가?

- 감염 예방 방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6.4. 학습자의 과거 의료 경험, 또는 앞으로 있을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

록 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내가 경험한 의료현장에서 감염예방과 관리 시스템은 어떠한가?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의사로서 이후 있을 의료 현장에서 감염예방과 관련하여 나는 어

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추가의견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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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종합하기

① 오류사

례 로 부 터

학습한 내

용 정리하

기

7.1. 조별로 제안된 예방책을 종합하고, 추가 사례를 전체학생 대상으로 제시

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환자안전 개선 및 예방 실천 전략으로 제안된 내용 중 교수자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 그 밖에 본 차시 주제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반드시 다

루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가로 안내한다.

- 주제와 관련된 추가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을 추가로 소개하도록 한다.

-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맥락과 상황을 다루고 있는 사례를 활용한

다.

② 의료현

장에서 원

칙 준수 상

기시키기

7.2.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의료 오류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오류 자체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

는 부분이다.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잠재적인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1) 기억에 의존하지 말 것 2) 프로세스를 단순화

할 것 3) 체크리스트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것 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③ 다음차

시 예고하

기

7.3. 수업 후의 전시를 안내하여 수업 종료 후에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수업이 종료되어도 학생들의 환자안전예방실천 계획표를 강의실

혹은 게시판에 게시할 것임을 안내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

도한다.

7.4. 다음 차시의 주제와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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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시

및 해

설

- 다음 차시에서 학습할 주제와 수업 방식에 대해 안내한다.

추가의견 및 제언:

8. 전시하기

① 학습 결

과물 전시

하기

8.1.학생들에 의해 개발된 예방책을 강의실 혹은 게시판에 게시하라

① ② ③ ④예시

및 해

설

- 공용 공간 게시를 통해 환자안전과 관련한 학습한 내용을 반복적

으로 접하도록 한다.

- 게시를 통해 다른 조의 예방법이 도출된 ‘맥락’을 수업 종료 후 다

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추가의견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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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개발

전문가 검토 설문지(3차)

I. 전문가 인적사항

∙ 성명: ∙ 소속과 직책: ∙ 최종학력 : ∙ 전문분야(복수가능) : ∙ (전문분야) 경력 : 

본 설문은 개발된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수정

및 보완 의견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설

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본 설문지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문가 프로파일: 작성해 주시는 '성명'과 '소속'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논

문에는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분야, 최종학력, 직책과 경력 부분만 포함될 것입니다.

2. 연구소개: 연구 목적을 간략히 설명 하였습니다.

3. 타당성 검토 설문 문항: 학습모형 전반, 개별 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구성됩니다. 각 설문

별 추가의견 및 제언 파트에서는 연구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

면 됩니다.

설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 고보경

010-****-****, bk_go@snu.ac.kr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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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소개

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사례기반학습 중심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학습모형을 도출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최종 학습모형을 도

출합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학습모형에 대한 외적 타당화를 위해 개발된 학습모형을 기반으

로 실제 학습을 운영해 보고,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평가하여 최종 모형에 반영함으로

써 최적의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을 도출하게 됩니다.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초기 환자안

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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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타당성 검토 문항

다음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설문

구분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설
명
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타
당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요소로써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유
용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보
편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
해
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추
가
의
견 
및 
제
언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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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 절차에 대한 설문

  다음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별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모형의 요소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수업안내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하기

ü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자극자료(영상, PPT, 사

진 등)를 제시한다.

ü 본시학습의 사례를 활용한 수업 진행 방식과 수업 주제에

대해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ü 임상실습에서 활동하는 조에 따라 4~6명 규모로 소그룹을

구성한다.

ü 각 소그룹을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두 팀으로 나누도

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2. 사례탐구
① 의료오류사례 제시하기

ü 학습 주제와 연관된 의료오류 시나리오를 학습지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ü 학습자가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② 사례와 관련된 가상의 질문 및 답변 개발 유도하기

ü 학생들이 사례를 읽도록 유도한다.

ü 조사위원회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사례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 5W1H(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고려

하여 의료진에게 물을 가상 질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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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질문 작성 시,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준다.

ü 의료진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의사의 입장에서 조사위원

회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유도한다.

ü 조사위원회가 개발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답하도록 유도한다.
③ 사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요소 도출하기

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의 관련하여 해당 사례에

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ü 문제가 왜(Why) 일어났는지가 아닌, 무슨 일(What)이 일

어났는가에 초점을 두고 문제 현상을 정의하도록 한다.

ü 낙상, 감염, 투약오류와 같은 주제에 대해 단순히 의료 오

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3. 원인분석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순서 정리하기

ü 주어진 사례를 여러 개의 핵심 사건으로 분리하여 생각하

도록 지도한다.

ü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ü 핵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② 사건의 원인 분석 유도 및 피드백 제공하기

ü 나열된 각각의 핵심 사건의 원인요소(Casual Factor)을

인적요인, 프로세스요인, 장비요인,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라.

ü 구체적인 오류 보고 과정과 같이 전공의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지만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원인에 대한 안내를 제

공하라.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4. 원칙화

① 환자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법 도출하기 ① ② ③ ④



- 227 -

검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ü 환자안전 오류 사례에 대한 개선전략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라.

ü 예방책을 내야하는 상황적인 배경을 질문과 함께 제시하

라.
② 스스로의 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보기

ü 질문을 제시할 때,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구체적인 상황

과 상황정보(장소, 시간)를 제시한다.

ü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를 가정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추가의견 및 제언:

5. 성찰 및 공유
① 개인 성찰하기

ü 해당 차시 환자안전교육 주제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

는 개방적인 질문을 제시하라.

ü 학습자의 과거 의료경험, 앞으로 있을 의료 현장의 사건

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② 결과 공유하기

ü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결과(학습

지)를 게시하도록 한다.

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추가 의견 및 제언 : 본 학습모형의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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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개발

전문가 검토 설문지(4차)

I. 전문가 인적사항

∙ 성명:∙ 소속과 직책: ∙ 최종학력 : ∙ 전문분야(복수가능) : ∙ (전문분야) 경력 : 

II. 연구소개

본 설문은 개발된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수정

및 보완 의견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설

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본 설문지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문가 프로파일: 작성해 주시는 '성명'과 '소속'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논

문에는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분야, 최종학력, 직책과 경력 부분만 포함될 것입니다.

2. 연구소개: 연구 목적을 간략히 설명 하였습니다.

3. 타당성 검토 설문 문항: 학습모형 전반, 개별 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구성됩니다. 각 설문

별 추가의견 및 제언 파트에서는 연구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

면 됩니다.

설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 고보경

010-****-****, bk_go@snu.ac.kr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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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사례기반학습 중심 학습모

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선

행문헌 검토를 통해 초기 학습모형을 도출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최종 학습모형을 도출

합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학습모형에 대한 외적 타당화를 위해 개발된 학습모형을 기반으로

실제 수업을 운영해 보고,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평가하여 최종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최적의 환자안전교육 학습모형을 도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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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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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타당성 검토 문항

다음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설문

구분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설
명
력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타
당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요소로써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유
용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보
편
성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을 개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
해
도

본 학습모형은 사례기반학습 중심 환자안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및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추
가
의
견 
및 
제
언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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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 절차에 대한 설문

다음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별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모형 세부 단계 및 지침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수업 목표 확인하기

1-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및 수업방식 안내하기 : 환자안

전교육에서 선정한 본시학습 주제를 확인하고, 진행될 수

업방식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학습자에게 수업 시작에 앞서 수업 방식,

목표, 주제, 수업시간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한다.
1-② 학습자의 사전지식과 흥미를 고려하여 동기 유발

하기 :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을 고려한 자극자료를 제시

하여, 수업 활동 전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학생의사의 학년을 고려하여, 학생의 지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환자안전교육 자

료를 선정한다.

- 자극자료는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현실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 환자안전교육이 의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추가 의견

2. 사전지식 확인하기

2-① 환자안전 지식 질문하기 : 학생들이 환자안전교육

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과거에 학습했던 환자안전개념에 대하여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환자안전의 개념은 무엇인가?’, ‘스위

스 치즈모델이 위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에

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인적요인이라

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이 환자

안전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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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 학생들이 속해있는 환경(해당 대학 병원

및 주변 의료시설)과 연관지어 환자안전교

육 이론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소통 실패로 환자가 피해를

겪은 사례를 들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개념을 설명한다.
2-② 환자안전 지식 강조하기 : 팀으로 일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적요인, 시스템적 사고 등 환자안전의 기본 개

념에 대해 상기시킨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틀린’질문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학생들

이 안전하고 지지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 환자안전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해하지 못한 개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유도하며,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추가 의견

3. 사례 제시하기

3-① 사례의 개요 안내하기 : 학생들에게 사례를 읽어보

도록 한 뒤, 사례의 개요를 설명 해준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사례개요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진단 및

프로세스 등을 포함시킨다.

- 사례는 이후 사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

록 ‘실패 사례’를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사례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오류 보고 과

정’과 같이 학생의사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

지만 환자안전에서 중요한 원인에 대한 안내

를 제공한다.
3-② 사례 이해를 위한 부연설명하기 : 제시된 사례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구체

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성공사례의 경우, 환자안전의 관점에서의

성공 요인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실패사례의 경우,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오

류가 발생한 프로세스를 찾도록 유도한다.

- 사례에서 제시된 의료 프로세스 중 명확하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답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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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견

4. 학습 조직 구성하기

4-① 소그룹 구성하기 : 그룹 활동을 위해 전체 학급 학

생을 4~6명 규모로 소그룹을 구성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그룹 구성은 구성원간 친밀도가 높고, 학

업 성취도 수준이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6명 이상이 한 그룹으로 구성되는 경우 사

례분석 시 무임 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으

며, 4명 이하인 경우 역할극 실행에 부담이

생기므로 인원수는 4~6명으로 제한한다.
4-② 그룹 내 역할분담 촉진하기 : 각 그룹을 ‘조사위원

회’와 ‘의료진’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하나의 그룹을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도록 지도한다.

- 조사위원회와 의료진의 역할을 각각 설명

한다.

* 조사위원회 : 의료사고 및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직

* 의료진 : 사건 또는 사고를 당한 환자와 직

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료 종사자
추가 의견

5. 사례 분석 지원하기 

5-① 사건 세분화 지원하기: 조별 토의를 통해 제시된 사

례를 여러 개의 작은 핵심사건(event)들로 분류하도록 지

도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사례 시나리오에 슬래쉬(/) 표시를 하여 핵

심 사건을 구분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사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사례

를 세분화 하는 것에 대해 시범을 보인다.

- 의사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사

건을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② 오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 지원하기 : 세분

화 된 핵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사건의 프로세스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

고 조별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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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견

6. 환자안전요소 탐색 지원하기

6-① 환자안전 핵심사건(event) 선정 지원하기 : 조별

토의를 통해 환자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핵심 사건을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낙상, 감염, 투약오류와 같이 단순히 의료

오류가 아니라, 환자안전이론에 근거하여 무

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

다.

- 사례분석에 대한 피드백은 이론적 조언과

현실을 반영한 조언을 구분하여 제공한다.

* 이론적 조언 : 환자안전원칙에 따른 행동

(예) 위해사건에 대한 오류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현실은 반영한 조언 : 원칙을 그대로 반

영하기보다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학생의

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

(예) 학생의사의 경우, 위해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 담당 교수에게 즉시 보고

한다.
6-② 환자안전 문제점 발견 지원하기 : 각각의 사건과

연관된 환자안전의 이론(요소)을 상기시키고, 환자안전관점

에서의 문제점을 작성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환자안전 문제점 예시

* 손씻기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 팀 내 다른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 알레르기에 대해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 환자에게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 학생들이 작성한 문제점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추가 의견

7. 사례체험 지원하기

7-① 역할극 시나리오(질문-답변)개발 지원하기 : 조별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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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를 통해 앞서 학습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극 시나리

오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시 및 해

설

- 조사위원회가 질문을 하고, 의료진이 답변

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역할극 시나리오의 질문 작성 시 5W1H(누

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고려하

여 작성하도록 한다.

- 역할극을 통해 학생 스스로에게 환자안전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7-① 역할극 시나리오(질문-답변)개발 지원하기 : 조별

토의를 통해 앞서 학습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극 시나리

오를 작성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의료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조사위원회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

을 가정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의 위해를 가

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질문을 개발

하도록 한다.

- 의료진의 답변을 개발할 때에는 주어진 사

례를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인 상황은 학생

들이 구성하도록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료진 역할극 하기 : 조사위원회와 의료

진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시나리오를 차례로 읽으며 역할

놀이를 하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각각의 입장에 서서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간접적인 체험을 하도

록 유도한다.

- 개발한 시나리오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서, 실제 대화하는 것과 같이 역할극을 수

행하도록 한다.
추가 의견

8. 환자안전 원칙 도출 지원하기

8-① 환자안전원칙 도출하기 : 앞선 사례 분석과 연관지

어, 조별 토의를 통해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환자안전원칙은 의료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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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X-ray 검사실 등으로 이동할 때 환자가 낙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치매 환자의 경우 이성적 판단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 학생들이 환자안전원칙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이론과 연관된 구체적

인 질문을 제시한다.

(예시)

* 이 곳 환자들에게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 어떻게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 이 상황에서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X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 누가 이 상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

* 다음에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

인가?
8-② 유사 상황에 원칙적용 촉진하기 :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여 스스로 개발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학습한 사례와 유사한 사건유형, 환자특성,

의료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질문을 제시

한다.

- 자신이 세운 환자안전원칙을 적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추가 의견

9. 성찰 유도하기

9-① 개인성찰 유도하기 : 해당 차시 주제에 대한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개인 성찰을 유도

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질문을 제시할 때에는 개방적인 물음으로

끝나고, 환자안전개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도

록 한다.

(예시)

* ‘인적요인(human factor)‘의 의미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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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고, 인적요인은 환자안전에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는가?

* 감염 예방을 위해 의사는 무엇을 할 수 있

는가?

- 학습자의 과거 의료경험, 앞으로 있을 의료

현장의 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개인 성찰을 통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종합

및 요약하여 제공한다.
9-② 결과공유 유도하기 :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해 학생들의 학습 결과(학습지)를 게시한다.

① ② ③ ④
예시 및 해

설

- 대학 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게시판을

활용한다.

- 수업 후에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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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학습모형 및 실행지침 사용성 평가 질문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 개발 사용성 평가 질문지

평가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설문 문항들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

례기반학습 학습 설계 모형과 지침의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문항으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설문의 질문을 읽고 4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ᐯ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I. 학습모형 및 실행지침의 타당성

구분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본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본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이

무엇인지(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본 학습모형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을 위해 어떤 단계를

따라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본 학습모형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을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추가의
견 및
제언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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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습모형의 장점, 단점 및 개선점

다음 문항들은 환자안전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학습모형과 실행지침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주세요.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담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1.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모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2.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모형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학습모형의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3.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 지침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강점 약점

예) 개발한 교수학습과정안에 학습모형을

어떻게 활용하였나?

예) 학습모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인가?

강점 약점

예) 어떤 지침이 도움이 되었나?, 그 이유

는?

예) 어떤 지침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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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 지침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어떤 부분이 어렵거나 이해가 가지 않았나?

검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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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환자안전교육 역량 검사지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전/사후) 설문지

 본 설문은 환자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 설문은 약 10분 정도 소
요될 예정이며,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본 설문의 
응답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v 인적사항
Ÿ 학번 : 
Ÿ 학년 : 
Ÿ 이전에 환자안전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프로그램명 2020 환자안전교육 날짜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A. 다음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의료현장에서 오류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의료현장에서 오류는 예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의료진은 환자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의료진은 환자 진료 및 치료시 불확실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완자 관련 문제, 진단, 치료, 시술에서의 불확실 성, 의사소통 시 
불확실성 등) ① ② ③ ④ ⑤

5. 조직 문화는 오류 발생 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7. 의료진은 오류와 오류의 근본 원인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의료진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의료진은 오류 발생 시 오류 보고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오류보고 시스템은 향후 오류의 재발생을 줄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의료진은 오류로 인한 상태변화를 환자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오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관련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환자에게 위해서 발생하지 않은 오류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환자안전을 위해 정보기술 및 전산시스템(예) 바코드, 전자의무기록, 
자동경보/경고음)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오류 예방을 위해 의료진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기술의 설계, 선택, 실행 및 평가과정에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표준화된 절차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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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 수기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표기해 주세요.
1. 나는 오류보고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환자안전보고체게에 따라 환자안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류 대처방안에 대해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환자안전보고체계에 따라 관리지나 상급자에게 오류를 보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위해나 오류를 발견하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보이면 의료진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위해나 오류를 발견하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보이면 환자나 그 
가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간호를 제공할 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기반의 
임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의료정보를 찾기 위해 질 높은 전자정보(예, 온라인 의학데이터 
베이스 등)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환자안전을 위하 정보기술 및 전산시스템(예 바코드, 
전자의무기록, 자동경보/경고음)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감염관리지침(표준감영관리, 전염예방지침)에 따라 올바른 
손씼기를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안전한 약물 투여를 위해 투약관리지침에 따라 투약을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환자 인계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과전동 및 근무교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안전을 위해 보호 장구(마스크, 고글, 장감)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환자확인지침에 따라 진료시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환자를 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 2가지 
방법으로 확인)

① ② ③ ④ ⑤

C. 다음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예 팀워크, 리더십, 효과

적인 의사소통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예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제한점, 인간과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오류, 근점오류, 위해, 위해사건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오류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과정(예 근본원인분석)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보기술 및 전산화된 시스템(예 바코드, 전자의무기록, 약물 주입 
펌프, 자동경도/경고음)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이점과 제한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조직의 위계구조(예, 수직, 수평)가 팀워크와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합 계

환자안전수업에 대해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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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환자안전교육 만족도 설문지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은 환자안전교육의 수업 만족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 설문은 약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본 설문의 
응답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v 인적사항
Ÿ 학번 : 
Ÿ 학년 : 

□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프로그램명 2020 환자안전교육 시행기간(일자)

항목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
그램 
만족
도 

1. 나는 사례를 활용한 본 환자안전교육이 흥미롭고 재미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례를 활용한 본 환자안전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도 사례를 활용한 환자안전교육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례를 활용한 본 환자안전교육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환자안전교육의 
내용(contents)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이번 수업 과정에서 모둠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
제를 해결한 것이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번 수업에서 사례를 활용하여 환자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수업에서도 사례를 활용하여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합 계

2.
기타
의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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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학생 반응 조사를 위한 면담지

학생 반응 조사를 위한 면담지

u 대상 : 본 모형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중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4~10)명의 학생

u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면담

u 면담시간 : 학생 1인당 20~25분 소요

u 면담 질문지

1. 과거 환자안전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나요?

1.1. 만약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고 당시 수업 상황은 어땠나요

1.2. 그 당시 수업과 지금 수업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사례를 활용하여 환자안전교육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1. 어떤 학습 활동을 할 때 도움이 외었나요?

2.2. 모둠원끼리 협력이 잘 이루어졌나요?

3. 사례를 활용하여 환자안전교육 내용을 학습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1. 조사위원회와 의료진 역할을 나누어 질문과 답을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었나요?

3.2. 사례를 분석하여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때 어려움을 겪었나요?

3.3. 개선하면 좋을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4. 사례를 활용한 환자안전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4.1. 그 활용이 인상깊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4.2. 수업을 통해 배운점이나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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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외적타당화를 위한 환자안전교육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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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외적타당화를 위한 환자안전교육 워크시트

환자안전 사례 분석 WORKSHEET

< 사례 1-낙상과 감염>

2020년 1월 78세 남자환자가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10년 전 치매 진단. 최근 1년째 모 요양시설에서 생활. 움직임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 최근 5일째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증상이 계속. 응급실 인턴 의사는 간단한

문진과 목, 흉부 신체 진찰을 한 후에 R/O 폐렴으로 호흡기 내과에 콜. 이후 기본

검사오더. 환자는 응급실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보호자 75세의 부인. 의학과 3학년

학생 김원광은 혈액배양을 위해 환자 확인 후 채혈실시 하였으나 환자 강력히 거

부. 이후 X-RAY촬영을 위해 환자를 이동하던 중 환자는 넘어져 후두부를 땅에 부

딪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4학년 박원광은 환자를 부축하여 X-RAY실로 이동.

X-RAY 시행. 혈액검사는 계속 거부하여 시행 못함. 3시간 후 환자의 갑작스런 의

식소실, 혈압 불안정, 6시간 경과 후 전신 가려움 호소(옴).

<사례 2-죽어서 되돌아 온 환자>

2019년 11월 저녁 67세 여자 환자가 시골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 환자는 술에 취한

듯 말이 어눌한 상태.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로 인한 두통 호소로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 병력. 보호자로는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20세 초반의 딸이 동행. 환자는 모든

검사와 진료를 거부하고 수액만을 놔줄 것을(술깨는 약)을 요구. 의료진은 간단한

문진 후에 DW 500 수액 처방. 보호자는 간호사에게 환자가 수액을 맞으며 잠에는

드는 것으로 보고 잠깐 물건을 가지러 30분 거리의 집에 다녀온다고 말함. 간호사

는 자고 있는 환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 이후 응급실 당직 의사와 2명의 간호

사는 다른 환자들을 진료로 바쁨. 4시간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교통사고 응급환

자가 들어옴. 환자는 의료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 4시간

전 수액을 맞고 있던 그 여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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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를 두 팀으로 나누어 조사위원회와 해당 의료진의 역할 수행
1단계 Q:<조사위원위원> 환자나 해당 의료진을 면담하기 전에 그들에게 확인해아 할 사항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가능한 많이 나

열하십시오. (특정 상황과 판단에 대하여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질문)

2단계 A:<해당 의료진> 조사위원이 설정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으로(시간, 장소, 옆에 있던 사람 등) 그림을 그리듯 답을 하십시

오. 앞선 사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의료진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임의로 각색하여 답변해도 좋습니다.

< 사례 1-낙상과 감염>

조사위원회 의료진

Q: 신체 진찰시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Q: 채혈 전 환자 확인은 방식으로 하셨나요?

Q: 왜 환자는 채혈을 거부했나요?

A: 손소독제를 펌핑 한 번 해서 문질렀어요.

A: 침상에 이름표 확인했어요.

A: 그냥 환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안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말을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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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죽어서 되돌아 온 환자

조사위원회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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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 조원 모두 참여

1. 해당사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한 중요 요소는?

사례1) 낙상과 감염

1)

2)

3)

4)

5)

사례2) 죽어서 돌아온 환자

1)

2)

3)

1.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2. 사건의 순서를 정리하고, 이를 마친

후에 3. 각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시오.

사례 1) 낙상과 감염

순서 1 2 3

1.

사건

3.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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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죽어서 돌아온 환자

순서 4 5 6

1.

사건

3.

원인

순서 1 2 3

1.

사건

3.

원인

순서 4 5 6

1.

사건

3.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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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기(조별 토의)

당신은 해당 사건의 참여 의료인으로서, 혹은 조사위원으로서 사건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어떠한 대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현재 두 사건의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은 병원장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2) 2021년 9월 당신은 병원실습 중(혹은 2022년 11월 의료원 응급실 파견업무 수행

중) 위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류 발생을 인지했을 당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5. 학습성찰하기 - 조별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간단히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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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타당성 2 3 3 2 2.5 0.50 0.5

0

설명력 2 3 3 2 2.5 0.50 0.5

유용성 2 4 3 2 2.75 0.83 0.5

보편성 2 4 3 2 2.75 0.83 0.5

이해도 2 3 3 2 2.5 0.50 0.5

[표1] 초기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타당성 3 3 3 3 3 0.00 1

1

설명력 3 3 3 3 3 0.00 1

유용성 3 4 3 4 3.5 0.50 1

보편성 3 4 3 3 3.25 0.43 1

이해도 3 4 3 4 3.5 0.50 1

[표2] 2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타당성 4 3 3 3 3.25 0.43 1

0.8

설명력 4 3 4 3 3.5 0.50 1

유용성 4 3 3 3 3.25 0.43 1

보편성 4 3 3 3 3.25 0.43 1

이해도 4 4 3 2 3.25 0.83 0.75

[표3] 3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3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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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타당성 4 3 4 4 3.75 0.43 1

1

설명력 4 4 4 3 3.75 0.43 1

유용성 4 4 3 4 3.75 0.43 1

보편성 4 3 4 3 3.5 0.50 1

이해도 4 4 4 3 3.75 0.43 1

[표4] 5차 학습모형 전반에 대한 4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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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학습모형 개별 절차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절차(단계) 개별절차

전문가
평

균

표

준

편

차

내용

타당도(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A B C D

1. 문제와

사례제시

① 동기부여하기 4 4 4 2 3.5 0.87 0.75

0

② 학습목표 제시하기 4 3 4 2 3.25 0.83 0.75

③ 문제제시하기 4 3 4 2 3.25 0.83 0.75

➃ 사례제시하기 4 4 4 2 3.5 0.87 0.75

2. 사례분석

① 사례분석 틀

제공하기
4 3 4 2 3.25 0.83 0.75

② 사례분석 유도하기 4 4 4 2 3.5 0.87 0.75

3. 문제에

적용하기

① 문제 상기시키기 4 4 4 2 3.5 0.87 0.75

② 문제 해결하기 4 4 3 2 3.25 0.83 0.75

4. 일반화하기
① 의료상황에

일반화하기
4 3 2 2 2.75 0.83 0.5

5. 성찰 및

공유하기

① 분석결과 공유하기 4 4 4 2 3.5 0.87 0.75

② 성찰문 작성하기 4 4 4 2 3.5 0.87 0.75

[표 1] 초기 학습모형 개별절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절차(단계) 세부단계

전문가
평

균

표

준

편

차

내용

타당도(C

VI)

평가자간

일치도

(IRA)A B C D

1.

사례개발하기

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선정하기
3 4 3

3.3

3
3.33 0.41 1.00

0.65

② 환자안전 사례

개발하기
3.5 4 4 2.5 3.50 0.61 1.00

③ 사례분석 틀

개발하기
4 4 3 4 3.75 0.43 1.00

2. 환자안전

오류사례제시하

기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 하기
3.5 4 4 3 3.63 0.41 1.00

② 학습 조직 4 4 4 3 3.75 0.43 1.00

[표 2] 2차 학습모형 개별절차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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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별 질문 문항이 나누어져 있어, 단계별 평균으로 기입함

구성하기

③ 환자안전 오류

사례제시
4 4 3.5 2.5 3.50 0.61 1.00

3.

근본원인분석하

기

① 문제현상정의하기 4 4 3.3 3.3 3.65 0.35 1.00

② 문제분석을 위한

흐름도 제작하기
4 4 3 2 3.25 0.83 0.75

③ 근본원인 규명하기 4 4 4 3 3.75 0.43 1.00

4. 공유하기

① 정리한 내용을

벽면에 게시하기
3 4 2 2 2.75 0.83 0.50

② 다른 조의 결과

확인하기
3 4 3 2 3.00 0.71 0.75

③ 교수자의 결과

종합하기
4 4 4 2 3.50 0.87 0.75

5. 원칙화 하기

① 근본원인을 토대로

오류 사례에 대해

개선전략 도출하기

4 4 4 3 3.75 0.43 1.00

② 환자안전사고

예방법 원칙화 하기
4 4 4 3 3.75 0.43 1.00

6. 성찰하기

① 조별로 예방법

정리하기
2.5 4 3.5 4 3.50 0.61 1.00

② 개인 성찰하기 3 4 3.5 4 3.63 0.41 1.00

7.

사례종합하기

① 오류사례로부터

학습한 내용 정리하기
3 4 4 2 3.25 0.83 0.75

② 의료현장에서 원칙

준수 상기시키기
4 4 3 3 3.50 0.50 1.00

③ 다음차시 예고하기 3 3 2 3 2.75 0.43 0.75

8. 전시하기
① 학습 결과물

전시하기
3 2 2 2 2.25 0.43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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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개별절차

전문가
평

균

표

준

편

차

내용

타당도

(CVI)

평가자간

일치도

(IRA)A B C D

1. 수업안내

① 동기부여 및 학습

안내하기
4 4 2 3 3.25 0.72 0.75

0.55

② 학습 조직 구성하기 3 3 3 3 3 0.00 1

2. 사례탐구

① 의료오류사례

제시하기
4 4 2 3 3.25 0.72 0.75

② 사례와 관련된

가상의 질문 및 답변

개발 유도하기

3 2 3 3 2.75 0.11 0.75

③ 사례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요소 도출하기

4 4 3 2 3.25 0.72 0.75

3. 원인분석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순서 정리하기
4 4 4 3 3.75 0.41 1

② 사건의 원인 분석

유도 및 피드백

제공하기

4 4 4 3 3.75 0.41 1

4. 원칙화

① 환자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법

도출하기

4 4 4 3 3.75 0.41 1

② 스스로의 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보기
4 4 3 2 3.25 0.72 0.75

5. 성찰 및

공유

① 개인 성찰하기 4 4 3 4 3.75 0.41 1

② 결과 공유하기 4 4 3 4 3.75 0.41 1

[표 3] 3차 학습모형 개별절차에 대한 3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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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 개별절차

전문가
평

균

표

준

편

차

내용

타당도

(CVI)

평가자간

일치도

(IRA)A B C D

1. 수업 목표

확인하기

① 환자안전교육 주제

및 수업방식 안내하기
4 4 4 4 4 0.00 1

0.7

② 학습자의

사전지식과 흥미를

고려하여 동기

유발하기

3 4 4 3 3.5 0.50 1

2. 사전지식

확인하기

① 환자안전 지식

질문하기
4 3 4 3 3.5 0.50 1

② 환자안전 지식

강조하기
4 3 3 4 3.5 0.50 1

3. 사례개요

파악하기

① 사례의 개요

안내하기
4 2 4 4 3.5 0.87 0.75

② 사례 이해를 위한

부연설명하기
4 2 4 3 3.25 0.83 0.75

4. 학습 조직

구성하기

① 소그룹 구성하기 4 2 4 2 3 1.00 0.5

② 그룹 내 역할

정하기
4 4 4 2 3.5 0.87 0.75

5. 사례

분석하기

① 오류 사건을

세분화하기
4 4 3 4 3.75 0.43 1

② 오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기
4 4 3 4 3.75 0.43 1

6.

환자안전요소

파악하기

① 환자안전

행심사건(event)

선정하기

4 4 4 4 4 0.00 1

② 환자안전 문제점

확인하기
4 4 4 4 4 0.00 1

7. 사례

체험하기

(롤플레이)

① 역할극

시나리오(질문-답변)개

발 지원하기

4 2 4 3 3.25 0.83 0.75

② 조사위원회-의료진

역할글 하기
4 2 4 4 3.5 0.87 0.75

8. 환자안전

원칙 세우기

① 환자안전원칙

도출하기
4 4 4 4 4 0.00 1

② 유사 상황에 원칙

적용하기
4 3 4 3 3.5 0.50 1

9. 성찰하기
① 개인 성찰하기 4 4 4 3 3.75 0.43 1

② 결과 공유하기 4 4 4 4 4 0.00 1

[표 4] 5차 학습모형 개별절차에 대한 4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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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t of a Case-based

Learning Model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in Medical School

Bokyung G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tient safety education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rough an

empathic approach that minimizes preventable medical errors so that patients

themselves feel safe. As research results report that more than half of adverse events

in hospitals are due to medical errors, patient safety education is important in that

patient safety education can reduce the frequency of serious harm or death due to

medical errors. Patient safety education has recently emerged as a key topic in the

medical community, centered on the US, Europe, and Australia,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published curriculum guidelines that focus on patient safety

to lay the foundation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details, and evaluation methods. In

Korea, the importa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was emphasized, and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in 2016, and essential training hours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at medical schools nationwide were officially designated.

In domestic medical education, patient safety is a newly introduced concept that is

not yet familiar and requires a lot of additional research. However, research on patient

safety education in Korea medical schools is insufficient, and the cause is (1) a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2) a strong resistance to

change,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chools. Resistance to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3) Lack of guided educational goals, curriculum, and

educational methods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4) Lack of support system for

integrating patient safety education with medical field. This is pointed out as the

reason why patient safety education is not intensively studied. Until now, systematic

education on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to promote patient safety has not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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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ly conducted except for some universities. Even if basic knowledge of patient

safety is taught, research on the composition of education that explicitly and

systematically guides specifically which parts are related to patient safety in the

actual treatment site is insufficient. In particular, for effective patient safety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1) the instructor's deep

level of intervention is ref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patient safety education, 2) the environment in which actual world medical knowledge

is applied should be systematically considered, 3) instructors should be encouraged to

actually conclude case analysis to the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learning model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support the optimized plan and implementation of

patient safety education for student-doctors in medical schools using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ology. In order to develop a learning model, Korea and

global cases were analyzed as literature reviews, and through this, learning goals and

core contents of patient safety education, major evaluation items, and educational

methods were derived. Based on this, initial learning models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were developed, and optimized models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were

derived through expert validation over four times. In addition,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learning model, a prototype was developed and classes were

conducted with the prototype, and a usability evaluation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ctual response of professors and students of the medical school. Through the

reflected formative revision, the learning model and implementation guidelines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a case-based learning model and 17 implementation

guidelines were developed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in the medical school. The

learning model consists of nine stages: 1) confirmation of class goals, 2) confirmation

of prior knowledge, 3) composition of learning organizations, 5) presentation of case

analysis, 6) exploration of patient safety elements, 7) induction of case-based role

play, 8)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atient safety principles. Implementation

guidelines were developed in a form that includes examples and explanations of

sub-procedures for each learning step, which include specific examples and

explanations to help the instructional designer who uses this model. understand.

Afterwards, opinions were analyzed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nd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instructors who developed the class using this model was

very high with 4.44 poi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is learning model is

a meaningful model that systematically supports class design and guides in detail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atient safety education in the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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